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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최근에 영산강유역권 및 서남해 도서에서 발굴조사된 횡혈식석실을 나주 복암리 고분군의 석실과 비교하여 영산강

유역 중핵지역의 유력세력인 복암리 집단의 성격과 영산강유역권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복암리 고분군에 처음 축조된 석실은 북부규슈계(北部九州系)의 영산강유형 석실이다. 그런데 최근 조사가 진전되면서 그러한 

석실의 조영에 이어지는 흐름이 이미 서남해안의 연앙항로를 따라 5세기 전·중엽에 축조된 왜계 고분에서부터 보이고 있다. 즉, 

백제와 왜의 통교 이후 서남해안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연안항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섬이나 해안가에 왜계 수혈식 고분이 

축조되었다. 처음에는 부장품도 왜계 일색이었으나 점차 그런 고분이 축조된 지역 내에 현지의 묘·장제 요소가 가미된 고총이 등장

하기 시작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당시 내해에 해당하는 영산강 하구의 바닷가에 위치한 영암 옥야리 장동 1호분이다. 그런데 

이와 흡사한 매장시설을 사용한 고분이 5세기 중엽경에 나주 복암리 고분군과 인접한 곳에 축조되었다. 나주 가흥리 신흥 고분이 

그것인데 이 고분의 축조에 복암리 집단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는 밝히기 어려우나 지리적인 인접성이나 동일한 원통형토기편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신흥 고분은 영산강 본류 가까운 저평구릉의 말단이나 섬에 위치하여 5세기 

전·중엽 서남해안 일대에 축조된 왜계 고분과 유사한 배경, 즉 해로 혹은 수로의 이용이나 장악과 관련하여 입지가 선정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는 복암리 고분군과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각되는 정촌 고분에서 영산강유형 

석실이 매장시설로 사용되어 이러한 내륙수로 이용의 주도권이 복암리 집단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촌 고분의 축조는 복

암리 집단의 급격한 성장의 배경을 보여준다. 이후 복암리 집단은 복암리 3호분 ’96석실을 시작으로 7세기까지 고분군을 지속적으로 

조영하여 영산강유역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번성하였다. 사비기에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들어간 이후에도 왜와의 밀접한 관

계를 지속하며 영산강유역은 물론 서남해 항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신안의 여러 섬들에서 발견된 복암리유형 석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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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나주 복암리 고분군의 발굴은 백제사 연구에서 한 획

을 긋는 중요한 성과였다. 영산강유역 현지세력의 성장과 백

제의 지배력 확대 과정, 그리고 백제는 물론이고 왜, 가야 

등 다양한 세력이 영산강유역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한 모

습을 단면처럼 보여주었다. 그중에서도 등장기부터 사비기

까지 모든 형식이 계기적으로 축조된 횡혈식석실은 영산강

유역에서 그것이 등장하고 변천한 과정, 그리고 지역 정치체

의 변동 및 대외교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고고자료이다.

복암리 고분군의 횡혈식석실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보고서(임영진 외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발간과 

석실에 대한 발굴자의 연구(조미순 2001; 김낙중 2008, 

2009a, 2009b)를 통해 변천 과정과 의미 등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후 다른 연구자들이 영산강유역의 초기 석실

이나 전방후원형고분을 다루는 논고에서도 빠짐없이 다루

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영산강유역권에서 복암리 고분군의 

횡혈식석실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새로운 자료들이 속

속 발굴조사되었다. 이글에서는 기존에 지적한 내용은 되

도록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발굴된 석실들이 복암리 고분

군의 석실과 그것을 바탕으로 추정된 복암리 세력과 주변 

지역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Ⅱ. 복암리 고분군 석실의 분류와 변천

최근 새롭게 조사된 석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영산강유역권 횡혈식석실의 형식과 변천에 대한 이해

는 복암리 고분군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왜냐하

면 복암리 고분군은 영산강유역권에서 횡혈식석실이 도입

되고 변천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기 때문이다(김낙중 2008).

영산강유역의 횡혈식석실은 현문구조에 따라 문틀식

과 개구식(開口式)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문구조는 폐

쇄방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할석만을 쌓아 연

도를 밀폐하는 경우는 개구식(開口式), 판석(門扉石)으로 

입구를 우선 막고 연도에 추가적으로 할석 폐쇄를 하는 경

우는 문틀식 현문으로 되어 있다. 웅진기에는 개구식 현문

이 유행하다가 사비기에는 문틀식이 유행하는 바와 같이 

백제 석실에서 현문구조의 차이는 시기적인 차이를 반영한

다. 그렇지만 나주 복암리 3호분을 비롯한 영산강유역 횡혈

식석실은 백제 중앙과는 달리 등장 단계부터 문틀식과 개

구식이 병존하였으며 수적으로는 문틀식 현문이 갖추어진 

석실이 우세하다. 그런데 문틀식 현문을 갖춘 영산강유역

의 초기 석실은 동 시기의 일본 구주(九州)에서 유행한 석

실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문구조는 영산강유역에 한정할 경우 계통의 차이를 반영

하는 가장 중요한 분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개구식 석실은 웅진기 백제 석실의 영향으로 등

장하여 사비기까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웅진기 

석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서 보이는 전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은 보이지 않는

다. 본격적인 사비 유형의 석실이 유행하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서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벽면이 조임식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석실을 웅진계유형(熊津系類型)으로 분류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산강유형의 영향으로 현문구조에 문

지방석 등 일부 문틀식의 요소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으로 영산강유역에서 주류를 이루는 문틀식 현

문구조의 석실은 구축 석재가 할석 위주이고 현실의 구축 

방법이 조임식 구조를 가지는 Ⅰ·Ⅱ형식과 판석을 사용하

여 현실의 벽을 수직으로 구축한 Ⅲ형식으로 대별된다(그

림 1). Ⅰ·Ⅱ형식은 같은 조임식이지만 사벽조임과 양벽조임

으로 구분되고 구축 석재, 현실의 규모 및 평면형에서 차이

가 난다. Ⅱ형식 안에서도 구축 석재, 현실 규모 및 평면형, 

연도 위치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 Ⅲ형식은 벽의 구축 방

법에 따라 종단면이 사벽수직인 Ⅲa형식, 육각형인 Ⅲb형식

으로 대별된다. 또한 현문의 세부적인 구조, 현실의 평면형, 

연도 위치 등에 따라 세분된다. 복암리 고분군에서 보이지 

않는 Ⅲb형식도 구축 석재, 현문구조와 연도의 위치 등에 

따라 세분된다. 그 중 Ⅲb1형식은 측벽에 잘 다듬은 판석을 



4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1

그림 1. 영산강유역 횡혈식석실의 분류 및 변천(복암리 고분군)

4매 이내로 세우고 상단에 내경된 면을 가진 장대석을 1단

으로 괴어 현실의 종단면이 육각형을 이룬 것으로서 부여

를 중심으로 한 백제 중앙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대

표적인 형식이다. 

Ⅰ형식은 영산강유역권 전역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규

슈계(九州系)의 대형 석실인 영산강유형(榮山江類型)의 한 

형식이다. 양벽조임식의 Ⅱ형식과 사벽수직식인 Ⅲa형식은 

나주 복암리고분군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복암리

5세기 후엽-

6세기 초

6세기 후엽-

7세기 초

6세기

2/4분기

6세기

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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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伏岩里類型), 현실 단면 육각형의 Ⅲb형식은 부여 능산

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사비기의 백제 중앙지역에서 주로 나

타나므로 사비유형(泗沘類型)으로 계통을 구분할 수 있다.

거의 모든 형식의 석실이 확인된 나주 복암리 3호분

에서의 분구 조성 과정, 토층, 석실의 중복 관계를 통해 각 

형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복암리 고분

군에서 나타나지 않는 Ⅲb형식은 Ⅲa형식과 정제된 판석

으로 만든 석실이란 점은 동일하다. 다만 각각 백제 중앙의 

석실 구조를 충실히 따른 형태와 지역색을 나타낸 형태로

서 병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Ⅲ. 단계별 동향

1. 횡혈식석실 도입의 전야

나주 복암리 3호분이 발굴되고 그 결과를 분석할 당

시만 해도 영산강유역권에서 횡혈식석실의 등장과 관련해

서 주목을 받은 것은 규슈계 횡혈식석실과 그것을 매장주

체시설로 삼은 전방후원형고분이었다. 그런데 2006년 고

흥 길두리 안동고분이 조사되면서 북부규슈계 석실의 등

장 이전에 이미 왜와 백제를 잇는 연안항로에 가까운 섬이

나 육지에 왜계(倭系) 고분이 축조된 상황이 알려지게 되

었다. 이후 이와 유사한 고분은 남해안 일대에서 지속적으

로 확인되고 있어 규슈계 횡혈식석실의 등장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왜계 고분(그림 2)으로는 김해 율하 B-1호분, 

마산 대평리 Ⅰ-1호분, 고흥 안동·야막 고분, 해남 외도 1·2

호분, 목포 옥암동 초당산 고분, 신안 배널리 3호분, 천안 도

림리 3호분 등이 있다. 구조는 5세기 전·중엽 북부규슈(北

部九州)에서 유행한 석관계수혈식석실(石棺系竪穴式石室) 

혹은 상식석관(箱式石棺)과 흡사하다. 부장품도 갑주, 무구

류 등 왜계 물품 위주이다. 신안 배널리 3호분 등 초기의 전

형적인 사례에서는 한반도 고분에서 보이는 토기를 사용한 

제사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고분의 피장자를 보는 견해는 다양하다. 매장

시설로 보아 피장자는 규슈(九州) 출신이며 대금식갑주(帶

金式甲冑)의 생산과 배포가 왜 왕권에 의해 일원적으로 이

루어진 점을 참고할 때 왜 왕권의 영향 하에 교역선의 기항

(寄港)과 도선(導船)의 역할을 담당하며 현지에 거류한 왜

인들(권택장 2014)로 보거나 왜와 통교하는 교통로를 방비

하기 위해 연안항로의 거점에 백제가 배치한 왜계 군사집단

으로 보기도 한다(이정호 2014).

필자는 남해안과 중서부 해안에 5세기 전엽 이후 등

장하는 이러한 왜계 고분을 백제와 왜의 통교, 일본열도와 

한반도 사이의 주요 교류·교섭 세력의 교체(금관가야-현해

탄연안(玄海灘沿岸) 중심교역 루트에서 경남 서부해안 및 

영산강유역-유명해연안(有明海沿岸) 세력 중심 교역 루트

로의 변환)를 고려하여 연안항로의 중요성과 연결하여 해

석한 바 있다(김낙중 2013). 왜인이 활발하게 활동한 흔적

이 왜계 고분으로 남게 되었겠지만 그 피장자를 반드시 왜

인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가

장 기본적인 항로였던 연안항로의 이용이 현지 해양 환경

에 밝은 현지집단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왜(계)인들은 현지집단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교역로(항

해로) 확보의 보장이 필요하였으며, 현지집단은 항로 이용

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백제, 왜 쌍방으로부터 

위세품으로서의 금동관, 무기류 등을 받으며 현지사회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하였다. 이처럼 연안항로 이용을 둘러싼 백제, 왜, 현집세

력 등 제세력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단으로 고분

이 활용되었으며, 항로 이용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 왜인

들이었기 때문에 왜계 묘제가 주로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고분의 축조는 피장자가 현지에 정착한 것을 의미

하며, 군사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이 주둔지에 무덤을 만든

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묘제만으로 피장자를 왜인

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겼다.

2. 분구의 고총화 및 석실(횡구식석실)의 등장

앞서 5세기 전·중엽에 백제와 왜 왕권의 교섭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왜(계)인의 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졌고 그 흔적의 하나가 수혈계의 왜계 고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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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세기 전·중엽의 왜계 고분 및 부장품(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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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겼다. 그런데 점차 매장시설 등에서 왜계 요소만이 

아니라 현지 묘·장제의 요소도 함께 나타나며 고총화되는 

양상이 동일한 연안항로 상의 거점에서 보인다. 이러한 모

습은 5세기 중엽 이후 축조된 해남 신월리 고분, 영암 옥야

리 장동 1호분이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해남 신월리 고분

은 앞선 시기의 왜계 고분인 외도 고분과 가까운 거리에 있

어 축조 집단 간에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신월리 고분은 분구에 즙석되었고 매장시설이 규슈

에서 보이는 상식석관(箱式石棺)과 유사하지만 묘곽 안에 

토기가 부장되고, 영산강유역 전통의 전용옹관묘에서 보이

는 관외(棺外) 토기 부장 등 현지의 매장의례와 관련된 양

상이 보인다. 이 점은 축조주체가 현지세력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이처럼 고분 조영에 왜계 요소가 일부 포함되지만 현

지의 요소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규모가 커진 명실상

부한 고총이 영산강 하구, 당시에는 內海(남해만)의 해안가

에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통적인 매장시설과 분

형을 보여주는 영암 옥야리 고분군에서 약간 벗어난 구릉

에 위치한 방대형의 고총인 장동 고분군이다. 그 중 1호분

이 발굴조사되어 영산강 내륙지역 고총의 등장과 관련하

여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장동 1호분의 매장시설과 흡

사한 것이 복암리 고분군과 인접한 나주 가흥리에서도 확

인되었다. 이것은 복암리 고분군의 고총화와 석실의 도입에 

두 고분의 조영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1) 영암 옥야리 장동 1호분 

옥야리 고분군은 영산강 하류의 남해포에 제일 가까

운 곳에 있다. 옥야리 고분군에서 동남쪽으로 800여m 떨

어진 남북 방향의 저평구릉 남쪽 끝 가까운 능선에는 길

이 30m, 너비 26.3m, 높이 3.3m(구지표 기준)의 대형 방대

형 고분인 장동 1호분이 있다(그림 3, 국립나주문화재연구

소 2012, 2014b). 원래 능선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선택하

여 분구 축조의 기준점으로 삼고 가장자리를 따라 주구를 

굴착하였는데 주구의 바닥에서 구지표까지의 높이가 3m에 

이르러 실제 성토한 것에 비해 훨씬 커 보이는 고총이다. 분

구는 거미줄 형태의 구획축조 방식으로 쌓였다. 분구 중앙

에 횡구식석실이 분구 축조와 함께 설치되어 있고 석실 축

조와 가까운 시기에 동·서·남편의 분구 가장자리 구지표

면 가까운 곳에 전형전용옹관이 추가로 안치되었다. 남쪽 

기슭에는 판석이 단벽에 사용되어 분구 중심에 있는 횡구

식석실의 축약형으로 추정되는 석곽이 한 기 추가되었는데 

5세기 말~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평저직구소호 등이 출토

되어 가장 늦은 매장시설로 추정된다. 동사면에는 목관이 

한 기 드러났다. 옹관의 형식이나 출토 토기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매장시설은 영산강유역에서 고총이 성행하는 시

기와 겹친다. 따라서 분구 축조와 함께 가장 먼저 축조된 

중심 매장시설인 횡구식석실은 이보다는 약간 이른 단계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 매장시설인 횡구식석실은 구지표 위에 1m 정도 성

토한 후 분구 성토와 함께 벽을 축조하였다. 묘광은 소위 

구축묘광으로 위로 가면서 밖으로 벌어지게 점토 덩어리를 

쌓으며 안팎으로 마사토 등을 채워간 흔적이 분명하다. 석

실 규모는 길이 300㎝, 너비 100~110㎝, 높이 130㎝인데, 

양 측벽에는 1m 간격으로 4개씩의 각주(角柱)를 세우고 

벽을 쌓았다. 벽면은 고르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 입구는 

남쪽에 두었는데 남벽 상부 중앙 부분이 나머지 벽면과 벽

석의 방향이 다르고 돌 틈에 채워진 흙도 다른 부분이 분

명히 보이며, 외부에도 입구를 폐쇄하고 경사진 묘도를 채

운 회색점토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횡구식이었

음은 틀림없다. 다만 추가장의 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매장시설인 횡구식석실은 분구 중에 위치하여 시신 

안치를 위한 묘도가 분구 위에서 입구 쪽으로 경사져 있다. 

문틀은 없으며 묘도 벽은 거의 석축되지 않았다. 입구에 단

이 있으며 폐쇄는 할석으로 하였다. 

이러한 평면 장방형의 횡구식석실은 영남지역과 일본 

규슈(九州)에서 보인다. 영남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에 주로 

낙동강 동안지역에서 먼저 조영되었다. 횡구식석실은 한성기 

백제에서도 보이는데 평면은 주로 방형이다(홍보식 2009).

장동 1호분 횡구식석실의 평면이 장방형인 점은 백제 

초기의 횡구식석실보다는 영남지역이나 규슈(九州)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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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암 옥야리 장동 1호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2 일부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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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과 연계되었음을 시사한다. 영남지역의 성립기 횡구식

석실은 앞 시기의 수혈식석곽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어 평

면 세장방형이고, 6세기 전반이 되어서 장방형으로 변화한

다(홍보식 2009). 한편 분구 중에 매장시설을 설치한 점은 

낙동강 동안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으로 영산강유역

과 일본열도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또한 석실 외부에서 돌

로 뚜껑을 삼은 항아리가 3점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영산

강유역의 전용옹관에 보이는 외부 부장토기와 유사한 장법

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문틀이 설치되지 않고 할석으

로 폐쇄하였으며 묘도에 석축 벽이 거의 없는 점은 횡구식

의 초기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에서 5세기

의 백제계 횡구식석실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장동 1호분 석실은 로지고분(老司古墳)과 같은 이른 

시기의 규슈지역(九州地域) 수혈계횡구식석실(竪穴系橫口

式石室)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벽면 상부가 안으

로 좁혀진 양상을 보이는 일본열도 것과는 차이를 보여 가

야의 수혈식석곽의 영향도 간취된다.

한편 장동 1호분 횡구식석실에는 벽 구축의 편의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벽체 내부의 나무기둥 흔적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김해 

양동리 유적 93·95·Ⅳ-2호분, 창녕 교동 3호분, 달성 성하

리 1·2호분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장동 1호분보다 이른 것

은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김해 양동리 유적이다. 수혈식

석곽묘에서 보이는데 벽체에 포함되는 것은 단벽 가장자리

에 있는 나무기둥 뿐이며 나머지는 장벽 안쪽에 위치한다. 

이러한 시설은 목개(木蓋)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

진일 외 2012). 한편 장벽에 나무기둥이 끼워진 사례는 모

두 장동 1호분보다 늦다. 교동 3호분이 설령 장동 1호분 석

실보다 일찍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은 목곽묘 

축조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 석곽이라는 새로운 묘제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벽체를 보강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목곽과 수혈

식석곽이 유행한 서부경남지역의 가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

는 축조 기술이고, 장동 1호분 석실 부장품 중에 함안계 고

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야 묘제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는 남는다. 

장동 1호분은 옥야리고분군과 다른 구릉에 위치하므

로 이 일대 유력집단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시종면 중심지에 있는 쌍무덤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

어져야 하지만 반남으로 지역정치체의 중심이 이동하기 직

전 단계에 조영된 시종 일대의 중심 고분 중 하나였던 것

은 분명하다. 조성 시기는 석실 구조나 부장품으로 볼 때 5

세기 중엽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왜의 요소가 직접적으로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남해안의 여러 지역

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온 가야적인 요소와 왜적인 요소

를 바탕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축조한 고분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축조 위치가 바닷가라고는 하지만 내륙으로 얼마간 

들어온 지점이라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한편 장동 1호분은 방대형의 고총이다. 영산강유역에

서 방형 및 원형 분구는 5세기 중엽 이후에 고총화(高塚化) 

현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고총의 등

장은 국가단위 정치체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편 

이러한 고대국가의 세력권에 편입되어 서로 직접적인 관계

를 맺게 되면서 지역사회 지배질서가 혈연적인 공동체 중심

에서 특정 혈족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횡

혈식석실묘 등 특정 묘제가 채용되며 고총이 등장한다. 고

총은 이러한 과정에서 축조집단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상

징하는 기념물로 작용하게 된다. 고총의 축조는 기술적으로 

구획 성토를 기반으로 한다. 다만 역사적 배경과 시기에 따

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김낙중 2014). 

영산강유역권에서 분구의 원형 및 방형화 경향 그리고 

고총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해남, 영암일대 등 해안지

역이다. 이 지역 고총의 등장은 토괴 등을 사용한 구획성토, 

매장시설 및 하니와(埴輪)형 토제품 등으로 보아 왜와 관

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왜계 요소의 등장 배경

은 백제와 왜의 교섭이다. 그런데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로는 연안항로였다. 왜인이나 백

제 중앙세력이 안전한 바닷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안항

로 상 주요 거점지역 집단의 협조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

것은 해당 고분에 부장된 왜계, 백제계 위세품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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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 백제는 왜 등과의 교섭, 영산강유역 세력에 대한 

지배력의 확대 등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 재편을 추진하였

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현지에서 고총을 축조

하는 유력세력이 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백제가 

묘제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단서는 찾기 어렵다. 영

산강유역에서 방대형 고총의 등장을 1인 피장자, 백제의 관

여와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한다(이영철 2014a). 그런데 방대

형인 장동 고분의 주 매장시설에 실제로 추가장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고 해도 횡혈계 묘제는 1인이 아니라 유력 혈족집

단 내에서 세대 등 특정 단위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이다. 한편 고분을 축조하게 된 계기가 된 피장자가 묻힌 매

장시설을 시작으로 분구 축조 후에도 추가로 매장시설이 설

치되므로 당시 영산강유역 고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다

장 양상과 상통한다. 이것은 장동 고분과 같은 방대형 고분

의 등장에 백제의 영향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백제를 배경

으로 한 특정 개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다

만 지역사회 내에서 소수의 특정 집단이 두각을 나타낸 것

은 제형분에서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해안지역 세력의 성장은 영산강유역 내륙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따라 매장시설로 전형 3형식 

옹관만을 사용하던 영산강 중류역의 중핵지역인 무안 사창

리 일대, 반남 고분군 일대에서도 고총이 축조되기 시작한

다. 그런데 전통적인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던 이런 지역에

는 석실 등 왜계 묘제 요소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스며들지 

않았다. 왜계 석실이 나타나는 것은 영산강을 따라 좀더 위

쪽으로 올라간 나주 다시 일대이다. 그중에서도 영암 옥야

리 장동 1호분과 매장시설이 거의 유사한 나주 가흥리 신

흥 고분은 나주 복암리 고분군에서 규슈계 석실의 등장 배

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고분이다.

2) 나주 가흥리 신흥 고분

고분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영산강의 북안 평지에 위

치한 나지막한 단독 구릉에 조영되었다(그림 4). 문평천을 

사이에 두고 복암리 고분군과 1㎞ 정도 떨어져 있다. 자연

의 구릉을 이용하여 분구의 고대화를 의도한 점이나 구릉 

상부를 정지하고 구획 성토한 점은 영산강유역에서는 이전

에 보이지 않던 현상이다. 2013년에 발굴되었는데, 발굴기

관은 국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5세기 중엽에 조영된 전

방후원분으로 발표하였다가(이영철 2014b) 반론이 제기(서

현주 2014 외)된 이후 2차 조사 이후로 결론을 유보한 상태

이다. 분구는 구획 성토하였는데 매장주체부가 들어갈 부

분을 남겨두고 그 외연을 토제(土堤)처럼 먼저 쌓았다. 그

후 그 내부에 석실을 축조하면서 동시에 성토하였다(이영

철·임지나 2015). 

매장주체시설은 횡구식석실로 영암 옥야리 장동 1호

분과 거의 같다. 석실은 먼저 바닥에 대형 판석을 설치한 

다음 나무 골조(양 장벽에 간격을 두고 3개 그리고 그 위치

의 바닥에 3개, 동단벽에 1개의 각목을 설치함)를 짜고 이

에 기대어 돌을 쌓아 벽체를 만들며 바깥으로 성토도 함께 

하였다. 발굴자는 벽면이 고르지 않고 밀려들었으며 개석 

위의 성토부가 두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석이 반파되어 

석실 중앙에 함몰된 점, 개석의 너비가 나무 골조 간격보

다 좁은 점, 바닥의 대형 판석과 개석이 정밀하게 치석된데 

비해 벽석재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목곽

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수혈계 횡구식석곽’으로 

보고하였다. 구조가 기본적으로 영암 옥야리 장동 1호분과 

거의 같다는 점만은 틀림없으며 축조집단 사이에 상호 밀

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분명하다. 벽체 축조와 함께 성토

한 층은 크게 두 개의 층군으로 구분된다. 석실의 입구는 

서쪽에 두었다. 입구에는 석실 높이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판석이 남아있는데 외측에 좁은 구덩이가 있고 그 안에 할

석이 채워져 있다. 석실의 벽체 축조와 함께 쌓은 성토층이 

여러 종류의 점토덩어리가 사용된 북·동·남쪽과는 달리 

입구 쪽에는 단일한 성분의 사질토와 점질토만이 사용되

어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서쪽의 경우 할석으로 벽체를 축

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토덩어리를 이용한 보강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서쪽 판석 밖에 쌓인 Ⅸ-2

층이 내향경사를 이루고 있는 점을 근거로 보고자는 이 층

이 판석 폐쇄 이후 쌓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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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나주 신흥리 가흥 고분 및 출토 유물(이영철·임지나 2015 편집)

은 석곽 바닥보다 낮은 위치부터 성토된 것으로 판석 폐쇄 

후 성토한 것, 즉 묘도 충전토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입

구쪽 성토층이 북·동·남벽 바깥과 다르기는 하지만 묘도

를 남겨두고 판석 폐쇄 후 채워 넣은 것으로 볼만한 분명

한 흔적이 평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석은 나머

지 벽석의 하단을 축조하는 과정에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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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이 판석은 규슈(九州)지역의 횡구식석실에서 입구

부 하단에 석축부가 있어 단을 이루는 점과 관련하여 주

목된다. 이렇게 세워진 서쪽 단벽의 판석 위에 남은 공간으

로 시신 안치를 위해 출입하고 개석을 덮은 다음 횡구부를 

폐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가 수혈식석곽과 유사한 

점, 분구 위에서 아래로 출입하는 묘도, 분구 조성 과정 중

에 주검을 안치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석실은 수혈계 횡구식

으로 판단된다. 

축조 시기는 5세기 중엽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석실 

축조와 함께 바닥석에 매납된 유공광구소호는 일본 스에무

라(陶邑) TK73~TK216형식과 비교되는 스에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형식의 스에키가 생산된 시기는 5세기 2/4

분기로 편년되고 있다. 석실 구조나 다른 출토유물도 이를 

방증한다. 부장품에는 백제, 왜, 가야 계통의 다양한 물건

이 포함되어 있다.

고분이 축조된 가흥리 일대는 해수면 변화와 토양 분

석 결과를 고려할 때 5세기 대에는 영산강의 유로였거나 배

후습지에 해당한다(김경수 2001; 임영진 2011). 따라서 고

분이 조영된 곳은 서쪽 대박산에 흘러내린 구릉의 말단이

나 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남해안이나 영산강 하

류의 남해만 일대에 조영된 왜계 고분 혹은 왜계 요소가 

일부 반영된 고총의 입지와 다르지 않다. 매장시설은 비록 

현지에서 전통을 찾기 어려운 수혈계 횡구식이지만 관못과 

꺾쇠를 사용한 목관을 사용하였으며 석실 내부에서 토기

를 이용한 장송의례가 이루어지고 입구 폐쇄 시에 전통적

인 조형토기(鳥形土器)를 사용한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한

편으로 살포 등 백제와 관련된 부장품이 있는 점으로 보아 

무덤의 주인공은 백제, 왜, 현지세력의 흔적을 모두 보인다. 

한편 석실 개석 상면과 주구에서 출토된 원통형토기는 복

암리 7호분 주구를 파고 만들어진 수혈16에서 나온 원통형

토기와 형태 및 승문타날기법이 거의 같은 점으로 볼 때 복

암리 고분군 축조집단과도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

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 고분의 피장자는 영산강이라

는 내륙 수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백제, 왜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의 일원이었음은 틀림없다. 즉, 백제는 영산

강유역 내륙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규슈(九州) 등 왜의 제

세력은 연안항로만이 아니라 내륙 교통로를 통해 지역세력

과도 교류하려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고분의 피장자는 

영산강 중류역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교통로 확

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세품 등을 받아 성장

의 기반으로 삼은 현지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그 집단의 취

락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평천 서안 구릉지대의 

말단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가흥리 신흥 고분은 나주 복암리 3호분 ’96

석실이 축조되기 이전에 다시의 문평천 하류역이자 영산

강 중류역 북안 일대에서 왜인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나 지

역집단 출신의 사람들이 활동하였으며 그것이 고분 축조에 

반영될 정도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산강 중류역에서의 왜

인의 활동과 이들을 매개로 한 북부규슈지역과의 교류는 

이 지역의 중심집단이 축조한 복암리 고분군의 고총화와 

북부규슈계 석실 도입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3. 영산강유형 석실의 등장과 복암리 집단의 세력화

남해안 일대에서 왜계(倭系)의 수혈식석곽, 횡구식석

실이 간헐적으로 축조된 이후 5세기 후엽부터는 그러한 묘

제와 연계되어 규슈계(九州系)의 횡혈식석실묘가 영산강유

역에서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횡혈식석실을 매장주체시설로 사용한 고분 중에는 분구의 

형태가 전방후원형을 띠는 것도 등장한다. 영산강유역권에 

고루 분포하지만 반남 고분군을 중심으로 삼포강유역에서

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5).

영산강유형 석실은 평면이 장방형이지만 자세히 관찰

하면 안쪽이 넓고 입구 쪽이 좁은 역제형(逆梯形)을 보이

는 경우가 많다. 각 벽은 위로 올라갈수록 안으로 기울게 

쌓인 사벽조임식이며 평천장이다. 현실 입구는 문설주석과 

문지방석 등을 갖추고 있는 문틀식이다. 현문은 판석을 세

워서 폐쇄하는 것이 기본이며, 따로 연도에 할석을 쌓아 이

중으로 폐쇄하기도 한다. 연도는 약간씩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중앙식이 기본이다.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을 제외

하고 현실 높이/연도 높이가 1.5 이상으로 차이가 크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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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화강암계 할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하단에는 커다란 

장대석(基石 또는 腰石)을 놓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속성

은 일본 북부규슈지방(北部九州地方)에서 5세기 후엽에 정

형화된 북부규슈형횡혈식석실(北部九州型橫穴式石室)에서 

보이는 것들이다. 나주 복암리 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축조

된 석실인 3호분 ’96석실도 영산강유형 석실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유형(영산강유형)으

로 분류하였으나 속성 조합에서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양

상을 보여 조산식, 장고봉식, 월계동식, 영천리식으로 세분

된다. 또한 조형이 된 석실과의 관계 등 계보에 따라 도입형, 

발전형, 창출형으로도 구분된다. 도입형은 조형이 되는 석실

의 구조적 특징이 거의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발전형은 조

형이 된 석실의 전체적인 속성을 유지하지만 석실이 축조된 

현지의 요소를 가미하며 일부 속성을 변형, 발전시킨 것이

다. 창출형은 개별적인 속성은 여러 지역에서 연원을 구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조형을 구할 수 

없는 형식이다. 이처럼 북부규슈형(北部九州型)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현저한 개별성과 변용이 인정되고 단발적으

로 축조되어 계통적인 발전과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영산강유형 횡혈식석실을 구축하는데 북부규슈(北部九州)

의 공인 혹은 축조집단이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다

고 보기는 어렵다. 북부규슈계(北部九州系)를 기본으로 하

면서도 백제, 현지, 가야의 요소가 축조집단인 현지세력의 

다양한 선택에 의해서 복잡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강유형 석실 가운데 조산식은 다른 형식에 비해 

많은 사례가 발견되어 하나의 계열이 상정되기도 한다. 그

렇지만 개별 석실 사이에 주요 속성의 변이가 매우 심한 편

이다. 즉, 지역집단별로 개별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라 축

조되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

상은 왜나 백제 등 외부세력이나 영산강유역 내부의 특정

한 집단에 의한 묘제의 통일적 규제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

았음을 시사한다.

영산강유형 석실은 짧은 기간(5세기 말～6세기 전엽

의 30년 내외)에 급속히 퍼진 것으로 지역공동체별로 계통

을 밟아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의 연

속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형식학적으로 상대편년하기는 매

우 어렵다(김낙중 2008).

이런 가운데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의 축조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산식 석실이 인접한 정촌 고분

에서 확인되어 복암리 집단의 북부규슈계 석실 도입의 배

경과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1) 나주 복암리 정촌 고분-복암리 집단의 부각

정촌 고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은 문평천 주

변의 충적대지인 다시들과 그곳에 위치한 복암리 고분군 그

리고 영산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잠애산(해발 112m)의 

해남 조산

해남 용두 

광주 명화동

광주 월계동1,2
광주 쌍암동

나주 복암리 3호분
나주 복암리 정촌

광주 각화동 2호분

함평 신덕 1호분

함평 표산 1호분

해남 장고봉

장성 영천리

◆
함평 금산리?

무안 사창리 저두?

?고창 칠암리

그림 5.   영산강유형 횡혈식석실의 분포(○ 조산식, ☆ 장고봉식, □ 영천리식, 

◇ 월계동식-검게 채워진 것은 전방후원형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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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 사면(평지와의 比高 약 20~30m)에 조성되었다. 경사

도가 10°를 조금 넘는 산사면에 고총을 축조한 사례는 영

산강유역에서는 매우 보기 드물다. 영산강의 수운과 관련

된 입지 선정으로 추정된다(그림 6).

분형은 방대형으로 동서 37.3m, 남북 40m이며 높이

는 낮은 곳에서 계측했을 때 13m로 매우 고대해 보인다(석

축시설 범위로 추정하면 한변 24~26m, 높이 9m). 분구 자

락 중 서쪽과 북쪽에 호석과 같은 형태의 석축과 그것을 지

지하는 장대석이 시설되어 있고, 그 위아래로 한정된 범위

에 할석이 흩어져 있다. 즙석은 원래는 분구 전면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시설이 모두 갖춰진 사례는 

영산강유역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매장시설로는 분구 동쪽에서 전용옹관 3기, 수혈식석

곽묘 3기가 확인되었고, 남쪽에서 횡혈식석실 2기 그리고 

분구를 벗어난 동남모서리의 주구 자리에서 지하에 축조된 

사비기의 횡혈식석실이 노출되었다. 분구 축조의 계기가 된 

매장시설은 분구 성토와 동시에 축조된 점, 남쪽 중앙이라

는 위치 그리고 석실의 구조 등으로 보아 1호 석실로 추정된

다. 분구 형태, 다종다양한 매장시설, 존속기간 등 기본적으

로 나주 복암리 3호분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는 고분이다.

1호 석실은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과 같이 영산

강유형 중 조산식에 속한다. 최대 길이 485㎝, 너비 360㎝, 

높이 310㎝로 현재까지 알려진 영산강유형 석실 중에 초대

형에 속한다(함평 마산리 표산 1호 석실이 가장 크다). 전벽

이 높게 축조되었고 양벽 조임이 큰 편인데, 분구의 압력에 

의해 밀려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평면은 안쪽이 넓은 역

제형이다. 요석(腰石)은 있으나 정형성은 떨어진다. 현문부

의 길이가 길어 비도(扉道)를 연상시킨다. 연도 천장은 밖으

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런 현상은 후쿠오카의 오즈카(王塚) 

고분 등에서 보인다. 묘도는 석축하여 마련하였는데 긴 편

이다. 시신안치시설은 관못, 관대석 등으로 보아 목관으로 

추정되는데 추가장에 따라 3기가 ‘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분구에 원통형토기는 수립되지 않았다. 석실에서는 다양한 

계보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금동신발은 발등 끝부분에 

용머리를 입체적으로 붙인 점이 특징적이다. 좌우 측판은 

육각형문 안에 용 등 다양한 동물이 투조되어 있고 바닥판

에는 연꽃과 용의 정면으로 추정되는 수면문(獸面文)이 시

문되어 있다. 발목 부분에는 목깃이 부착되어 있다. 가장 유

사한 금동신발은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품이다. 

다만 문양이 봉덕리 출토품에 비해 흐트러졌다. 같은 육각

형문이지만 금동판에 타출하여 문양을 시문한 복암리 ’96

석실 출토품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흑유자

기, 오각형의 은장환두대도, f자형판비·환판비·철제등자·

윤등 등의 마구류, 스에키계 유공광구소호 등 중국, 백제, 

가야, 왜 등 다양한 기원의 물건들이 부장되었다. 유공광구

소호는 일본 스에무라 TK23 형식과 유사하다. 개배는 출토

되지 않았다.

이 석실은 석실의 구축 석재, 금동신발의 양식, 유공

광구소호 등 토기류로 볼 때 복암리 3호분 ’96석실보다 먼

저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석실의 피장자는 복암

리 세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성장의 동력은 입지와 석실 구조, 부장품으로 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산사면에 위치하여 영산강 본류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입지는 내륙 수로의 장악을 상징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고분 축조 직전에 이러한 역할을 상

징한 고분은 문평천 건너편의 가흥리 신흥고분으로 추정된

다. 원통형토기편 등으로 보아 복암리 집단과 관계가 있었

을 것이지만 직접적인 배후 세력은 영동리 등 문평천 서편 

구릉 일대에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와 왜의 교류

가 활발해지면서 서남해의 연안과 영산강 하구에서 토착세

력이 성장한 것은 영암 옥야리 장동 1호분 등을 통해 살펴

보았는데, 그런 연안항로만이 아니라 내륙 수로를 통해 백

제 및 왜 등과 활발히 교섭하면서 영산강 중류역 세력이 성

장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를 계기로 영산강유역에서 주도권

을 장악한 복암리 집단이 본격적으로 현지 묘역에서도 고

총을 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도 영산강 중

류역을 장악하며 새롭게 성장한 복암리 집단을 매개로 영

산강 유역 일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였음은 금

동신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대를 확정하기 어렵지

만 금동신발은 한성 함락 이전에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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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나주 복암리 정촌 고분 1호 석실 및 출토 유물(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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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한성기에 영산강 내륙세력과 백제왕권의 관계가 위

세품 수수를 통한 정치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한성 함락을 

계기로 복암리 집단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의 각 지역세력

의 성장은 가속화되어 고총이 도처에 축조되기 시작한 것

으로 생각된다. 

2)   함평 마산리 표산 1호분-영산강유형 석실의 분포 

양상과 그 의미

한편 전방후원형고분인 함평 마산리 표산 1호분(동신

대학교문화박물관 2013)에서 확인된 횡혈식석실은 영산강

유형 석실의 전파 루트, 영산강 유역 내 세력권의 재편 양

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그림 7).

표산 1호분은 낮은 구릉의 말단에 위치하는데 주변에

는 원분이 십 수기 분포하고 있다. 고분 수에서는 차이가 있

지만 분형의 구성이 함평 신덕 고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

다. 북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에는 영산강유역의 특징적인 분

형인 제형분이 북쪽부터 전방후원형고분이 있는 남쪽으로 

순차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앞선 제형분과 늦은 원분의 분

포를 함께 고려하면 전방후원형고분의 축조집단이 제형분 

축조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석실은 원부에 위치하는데 장축은 분구의 장축과 직

교한다. 현실의 규모는 523㎝, 너비는 안쪽 266㎝, 입구쪽 

244㎝로 안쪽이 약간 넓은 세장방형이다. 분구와 석실 장

축의 관계, 석실 구조 및 벽면의 석재 구성이 신덕 고분과 

가장 유사한데, 평면에서는 역제형의 흔적이 조금 더 남아 

있다. 장단비가 2 정도로 세장한 평면을 보이는 점이 특징

적인데 이것은 북부규슈형(北部九州型)석실 중 반즈카(番

塚) 고분이나 영산강유형의 장고봉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현상으로 추정해 보면 신덕 고분보다는 약간 앞선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실에서는 중국제 전문도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함평만의 금산리 방대형분-함평 표산 1호분-함평 신

덕 1호분-광주 명화동 고분-광주 월계동·쌍암동 고분-광

주 각화동 고분으로 이어지는 루트(현재의 국도 24·22호

선)에 방대형, 원형, 전방후원형의 고총이 분포하는데, 표산 

1호분은 이러한 루트를 활용하여 영산강유역 상류지역에 

진출한 백제 및 왜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 지

역세력의 수장이 묻힌 고분으로 판단된다. 이 루트 상에는 

전방후원형고분이 집중 분포한다. 전방후원형고분이 축조

되지 않은 영산강 중류역의 무안 사창리 일대, 나주 복암리 

일대 집단이 영산강이라는 내륙 수로를 이용하여 백제, 왜 

및 가야 등 외부 세력과 관계를 맺은 것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당시 영산강 중류역과는 구분되는 세력권을 형성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 

영산강유형 석실은 크게 네 루트를 따라 집중 분포한

다(그림 5). 즉, 해남반도 연안과 내륙의 하천변, 영산강 중·

하류역의 하안, 함평-광주 노선상의 해안과 하안, 그리고 

영광 및 고창의 내륙 하안을 따라 분포한다. 해남과 함평-

광주 루트에는 전방후원형고분이 포함되지만 영산강 중·

하류역에는 방대형분이 주류이다. 영산강유형에서 가장 많

은 사례는 발굴조사된 영산강유형 석실 13기 중 9기인 조

산식이다. 해남, 함평-광주 루트에는 조산식 이외의 형식이 

분포하지만 영산강 중·하류역에는 지금까지 조산식만 확인

되었다. 삼포강유역에는 아직 영산강유형이 발견되지 않았

다. 해남 용두리 고분은 분구 형태, 즙석 양상, 주구 형태, 

석실의 구조 등이 함평 신덕 고분, 표산 1호분과 흡사하다. 

이것은 고분 피장자 혹은 축조 공인 사이에 상호 연관이 있

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광 및 고창지역에서는 고창 칠

암리 고분(대한문화재연구원 2015)의 매장시설은 석관형석

실로 보고되었지만 조산식 석실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규

모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영

산강유형 석실이 유행할 당시 지리적인 위치, 해로와 수로, 

분형, 석실의 형식 등에 따라 크게 4개의 권역을 상정할 수 

있다. 4개의 권역은 해로, 수로 및 육로를 통해 교류하면서 

묘·장제를 공유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주 복암리 고분군 축조집단은 전통적인 영산강유역 중핵

지역에 속하는데 삼포강유역의 반남고분군 축조집단이 영

산강유형 석실을 축조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왜계 석실을 

좀더 빨리 수용하였다. 이것은 영산강유역 중핵지역 세력 

내에서도 기존에 유지하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왜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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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함평 마산리 표산 1호분(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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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수용 정도를 달리한 것을 시사한다. 반남고분군에서

는 매장시설로서 영산강유형 석실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원

통형토기 등 왜계 문물의 수용 흔적은 나타난다. 영산강 하

구에서 상류에 이르는 내륙 전체를 대상으로 수로를 이용

하여 교통하고 교역하는 데 중류에 위치한 복암리 집단이 

하구에 가까운 남해만 연안에 위치한 반남고분군 축조집단

에 비해 유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복암리 집

단이 백제와 왜 등의 외부 정치체에게 내륙 진출과 교섭에

서 주요한 파트너가 되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급

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 백제식 석실의 확산 및 복암리 세력의 온존(溫存)

영산강유역에 처음 등장한 횡혈식석실은 북부규슈(北

部九州) 등 왜의 영향을 받은 영산강유형과 백제의 영향을 

받은 웅진계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유형 모두 석실의 

규모가 큰 편이다. 그런데 영산강유역에 대한 백제의 영향

력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면서 석실의 규모는 작아지

고 구조에서도 정형화 현상이 관찰된다. 그렇지만 능산리식 

석실처럼 전형적인 사비유형의 석실은 함평 신덕 2호분, 신

안 도창리 고분 등 매우 적은 사례만 확인될 뿐 영산강유역

의 중핵지역에서는 양벽조임식의 Ⅱ형식(그림 1-2~6)과 사

벽수직식인 Ⅲa형식처럼 백제 중앙의 묘제와는 일정한 차

이를 보이는 유형이 복암리 고분군을 중심한 영산강유역 

중핵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석실 규모나 석재의 

가공도 등에서 복암리와 여타 지역 석실 사이에서는 위계 

차이가 보인다(그림 8). 이런 의미에서 Ⅱ·Ⅲa형식은 복암리

유형이라고 부를 만하다(김낙중 2009a, 2009b). 이 형식의 

고분은 복암리 고분군에 인접한 정촌 고분에서도 확인되어 

복암리 일대가 이 유형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 번 알려줬다.

1) 서남해 항로에 대한 영향력의 유지

그런데 이런 복암리유형과 매우 유사한 석실이 영산강

유역이 아니라 신안의 몇몇 섬에서 확인되어 그 의미에 대

한 해석이 필요해졌다.

① 신안 안좌도 읍동 고분군

고분군은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안좌고등학교 동쪽 

야산(해발 76.6m) 기슭에 위치한다. 원래 4기가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2기의 횡혈식석실분만 남아 있다. 두 기 모

두 원분으로 석실은 경사진 기반토를 ‘L’자형으로 파고 조

성되었는데 1호분은 석실 안벽의 반 정도, 2호분은 거의 전

부가 지하에 포함된다(그림 9, 이정호 외 2015).

1호분 석실은 안벽과 입구벽은 수직이고 양 측벽만이 

위로 갈수록 안으로 내여 쌓인 양벽조임식 구조이다. 현실, 

연도, 묘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는 896㎝이다. 안

벽은 세로로 긴 4매의 판상석을 세웠는데 상단은 판상석의 

모서리를 깎거나 할석을 채워 양 측벽의 기울기에 맞게 호

선으로 마무리되었다. 문인방석도 양 측면이 밖으로 경사져 

입면이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높이의 측

벽석도 둔각석(안으로 경사진 평행사변형 석재)이 이용되었

다. 이것은 능산리식 석실의 측벽 상단에 안으로 경사진 면

을 가진 긴 고임석을 놓은 것과 관련될 것이다. 그런데 능산

리식 석실과는 다르게 양 측벽은 두께가 일정하며 잘 다듬

은 장대할석만으로 8~9단을 쌓아서 수직을 이루는 벽면이 

능산리식에 비해 거의 없는 편이다. 현실은 길이 280㎝, 너

비 165㎝, 높이 150㎝인데,1 사비기 능산리식 석실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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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Ⅱ형식 횡혈식석실의 규모

1 실측도에 따르면 이와 다르게 길이 275㎝, 너비 184㎝, 높이 1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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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규모가 길이 250㎝, 너비 125㎝인 점과 비교하면 규모

가 크고, 장폭비가 작아 너비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연도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진 중앙에 접속되어 있

다. 연도 바닥은 현실 바닥보다 10㎝ 정도 낮다. 연도 벽석 

중 문설주석에 붙어있는 것은 폭 40㎝, 높이 80㎝의 판석

이다. 능산리식 석실에서 보이는 현상과 유사한 측면이다. 

그러나 능산리식 석실은 연도가 대부분 매우 짧은데 비해 

이 석실의 연도는 길고 석축 묘도까지 갖추어져 있어 다른 

면모를 보인다. 묘도는 양 측벽이 석축되었으며 바닥에는 판

상석을 뚜껑 삼은 암거의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다. 나주 복

암리 3호분 ’96석실의 연도 벽석 중 문설주석에 붙은 것은 

판상석이고 연도와 묘도가 구분되며 묘도에 석축 암거가 

있는 점과도 유사하다. 현문과 연도 입구에서 판상석으로 

폐쇄되었다. 이러한 이중폐쇄는 능산리 고분군의 이른 석실

(중하총, 동1호분 등)에서 보이지만 나주 복암리 3호분 6호 

석실 등에서도 보인다. 

이처럼 각 벽의 석재 구성, 현실의 단면 형태, 규모 및 

장폭비 그리고 연·묘도의 구조 등은 능산리식 석실보다 나

주 복암리 고분군의 Ⅱ유형 석실(9·5호 석실 등)에 더 가깝

다. 보고자는 현실과 연도부의 너비 차이가 크고 현실 입구 

한쪽에 치우쳐서 연도가 설치되는 등 부분적으로 웅진기 

백제 석실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입구가 현문시설이고 측

벽 하부가 거의 수직을 이루고 측벽 내경이 시작되는 부분

의 구분선이 뚜렷하며 넓은 평천장인 점 등은 단면 육각형

의 축조기획이 엿보인다고 보았다. 사비기 중앙의 전형적인 

석실에 비해 현실의 규모가 크고 장폭비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백제 석실의 규격성을 충실히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복암리 3호분 9호 석실 등과 공통성이 있

지만 현실의 단면 형태나 현실과 연도의 너비차 그리고 연

도의 배치가 서로 다르므로 나주 복암리 고분군 등 영산강

유역 중심지와는 다른 석실 계보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

다(이정호 외 2015: 127). 그러나 웅진기 석실의 요소로 본 

것은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에서도 보이고 종단면형이

나 벽면의 석재 구성이 능산리식 석실과 확실히 차이나는 

것에 비해 영산강유역 중핵지역에서 유행한 Ⅱ유형 석실과 

닮은 점이 훨씬 크므로 그것과 다른 계보를 설정하는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세부적 차이는 축조 과정에서 비롯

된 지역성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석실은 나주 복암리 ’96석실의 

흔적이 남아 있고 바닥 등에 판석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으로 보아 사비기 초기, 즉 6세기 중엽 경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축조에는 역시 영산강유역 중핵세력의 관여가 있

었을 것이다.

2호분 석실은 안벽이 판상석 2매로 되어 있는데 입면

은 사다리꼴을 보인다. 측벽 하단에는 일부 판상석이 사용

되었는데 그 위부터 7°정도 안으로 기울이며 할석으로 쌓

아 올라갔다. 현실과 연도의 너비는 거의 차이 나지 않으며 

측벽도 함께 축조되었다. 문설주석은 측벽에 끼우지 않고 

안쪽에 붙여 세웠다. 문설주석 사이에는 현실바닥보다 8㎝ 

높은 문지방석을 놓았다. 묘도는 석축되지 않았으며 무시

설의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늦은 단계의 

횡구식 석실의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보아 

1호분보다 늦은 6세기 후엽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

다. 백제 횡혈식석실의 변화 방향이 인지된 상태에서 현지

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신안 상태서리 상서 고분군

고분군은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에 위치한다. 고분군

의 바로 뒤쪽 산에는 테뫼식의 안산성이 위치하고, 북쪽으

로 2㎞ 정도 떨어진 곳에 자실리 고분군과 당두 고분군이 

위치한다(그림 10, 조근우 외 2015).

상서 고분군은 4개군 38기로 이루어져 있다. 안산(해

발 120.5m)의 사면에 위치하는데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

에는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분형은 원형이며 규

모는 10m 이내이다. 경사면 위쪽에는 모두 주구를 돌렸다. 

석실은 경사면을 ‘L’자형으로 파고 구축하여 반지하 혹은 

지하에 위치한다. 석실의 구조는 횡혈식과 횡구식이다. 발

굴조사된 6기의 석실 중 A-4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석실의 

안벽에는 판상석을 사용하였다. 양 장벽은 하단에 2~3매의 

판상석을 세우고 그 위는 할석을 안으로 내밀며 여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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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신안 상태서리 상서 고분군(조근우 외 201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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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았다. 양 장벽의 석재 구성은 지역의 석재 사정 때문인지 

정연하지 못하고 다양하다. 부장품으로는 병형토기, 직구소

호 등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 구조와 부장품으로 볼 때 6

세기 중·후엽~7세기 초반에 축조된 백제 석실로 추정된다.

B-7호분 석실은 B군 중에서도 다른 석실과 조금 떨

어져 단독으로 존재하며 봉토는 가장 크다. 석실의 구조는 

Ⅱ형식이다. 현실은 길이 300㎝, 너비 150~140㎝, 높이 115㎝

로 대형이다. 현문과 연도 입구 두 곳에서 문비석이 확인되

었다. 즉, 이중폐쇄 구조이다. 이중폐쇄는 왕릉이나 귀족층

이 사용한 능산리식 이외에는 백제 석실에서는 거의 보이

지 않는다. 나주 복암리 1호분 석실과 3호분 6·7호 석실에

서 유사한 양상이 보인다. 연도 입구의 문비석 좌측에 연도

벽 안쪽에 세운 문주석이 남아있다. 이로 보면 현문에도 문

비석 좌우에 문주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 바닥에

는 어느 정도 장방형으로 다듬은 판석을 8매 깔았다. 바닥

에 다듬은 돌을 사용한 것은 나주 복암리 3호분 석실을 고

려할 때 Ⅱ형식 중에서도 늦은 현상이다. 규모와 정연함으

로 보아 고분군 중 가장 먼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

굴조사되지 않았지만 B-18호분 석실도 이와 구조가 유사

하다. A-8호분 석실은 Ⅱ형식과 벽면의 석재 구성이 유사하

다. 다만 현실 폭이 좁고(90~110㎝), 다듬지 않은 문주석이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은 사비기의 늦은 형식에 해당

하므로 이 지역의 석재 사정 때문에 장벽에도 늦게까지 할

석이 사용된 변형으로 보인다. A-1호분 석실은 장성 학성

리 고분군의 석실과 유사한 Ⅲb2식이다. 사비기 석실에 가

장 유사한 구조이다. A-11·16호분 석실은 구조가 Ⅲb2식과 

유사하지만 현문구조가 분명하지 않은 횡구식이다. 하단의 

판상석도 가로로 세웠는데 전체 벽면 높이의 1/2을 넘지 

않는다. 폭이 좁은 편이다. A-4호분 석실은 특이한 구조이

다. 네 벽면 모두 할석으로만 축조하였다. 사비기 석실에서

는 거의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게다가 바닥에는 다른 석실

과 달리 할석을 깔았는데 가운데에 바닥을 양분하는 경계 

석렬이 깔려 있다. 입구에는 문지방석으로 볼만한 돌이 2매 

남아 있지만 문설주석은 보이지 않는다. 할석으로 폐쇄하였

다. 따라서 보고 내용처럼 횡혈식이 아니라 횡구식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구조, 석재, 바닥 처리 등이 사비기 

석실과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부장된 병형토기는 백제

토기이다. 병형토기의 구연부를 일부러 깬 것도 특이하다. 

이처럼 상서 고분군은 도서지역인데도 고분이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해상활동과 관련된 이 지역의 집단

이 백제에게 중요한 존재였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고분군의 

축조 계기가 된 B-7호 석실의 구조가 나주 복암리 3호분 

Ⅱ형식과 유사하고 봉분 주위에 주구를 돌린 점 등은 이 

고분군 축조집단이 영산강유역 중핵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A-1호분처럼 복암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비기에 지방에서 주로 축조된 형식도 함

께 보이는 점은 이 고분군 축조집단이 백제의 지배 아래 있

었음을 시사한다.

③ 서남해안에 대한 영산강 중핵지역 세력의 영향력 유지

6세기 중엽 이후 서남해안과 중서부 해안에는 더 이

상 왜계 고분이 축조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신

안 등 서남해의 여러 섬에는 백제 석실이 다수 축조된다. 

특히 신안에 집중되어 있다. 즉, 신안 안좌도의 읍동·대리 

고분군, 어의도의 소포작 고분, 장산도의 도창리 석실분 및 

도창리 고분군, 하의도의 대리 고분군 3개소, 비금도의 광

대리 고분군 2개소, 신의도 상서(38기)·자실리·당두 고분

군 등이 그것이다. 5세기 대의 배널리 고분군에 이어 6세

기 중엽 이후에도 육지와 격리된 섬 지역에 다수의 고분

이 분포하는 점은 신안 일대가 고대 해상 루트에서 전략적

인 요충지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비기 석실은 서남해 도

서지역에 6세기 중엽 방군성제(方郡城制)에 따라 군현(葛

草縣, 古祿只縣, 居知山縣 등)을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면

서 조성되었을 것이다. 신안 등 한반도 서남부의 다도해가 

해상교통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항해술의 발달로 좀더 

먼 바다의 항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정을 보여준다. 이

러한 근해항해(近海航海)는 육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항

해하는 방법으로 조류의 방향이나 조석의 높이 및 육지풍 

등 해안의 국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 먼 거리에 

있는 육지나 높은 산을 보면서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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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육상 감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선의 해양 정

찰을 피하면서 적국의 해역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윤명

철 2000). 백제 고분군이 밀집한 신의도는 금강 하구에 위

치한 고군산군도-부안 위도-영광 안마도를 거쳐 진도 서부 

해안으로 우회하는 근해항해의 요충지로 추정된다. 백제가 

도서에 군현을 설치한 목적은 이러한 근해항로의 통제일 것

이다(문안식 2014).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안좌도 읍동 고분군 및 신의도 

상태서리 상서 B-7호분은 사비기의 능산리식 석실보다는 

나주 복암리 3호분 5·9·10·12호 석실(Ⅱ형식)과 각 벽의 

석재 구성 및 구조, 단면 형태, 규모와 장폭비 등이 더 유사

하다. 따라서 읍동 및 상서 석실의 이러한 구조는 백제 사

비기의 전형적인 석실보다는 복암리 3호분을 대표로 하는 

영산강유역의 지역양식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

가 주구를 돌린 점과 부장품도 유사하다.

물론 신안 도창리 석실분처럼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

실에 가까운 사례도 있다. 따라서 신안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다만 도창리 

석실분도 현실 장폭비(1.45)가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의 

그것(2.0)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안좌도 등 신안 일대 석실 조영 집단이 

사비기에도 영산강중류역의 중심적인 집단과 여전히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영산강중류역의 복암리 집단은 사비기에도 전형적인 

사비유형의 석실 대신에 복암리유형 석실을 축조하며 백제 

중앙과 차별성을 두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세력이 일부 유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배경에는 나주 복암리 1호

분 석실의 전실(前室), 전실 앞 제사용 토기에서 보이는 묘·

장제와 규두대도 등을 통해 여전히 왜의 지역세력과 맺고 

있던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낙중 2009). 

Ⅳ.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에 영산강유역권 및 서남해 도서에서 

발굴조사된 횡혈식석실을 나주 복암리 고분군의 석실과 비

교하여 영산강유역 중핵지역의 유력세력인 복암리 집단의 

성격과 영산강유역권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복암리 고분군에 처음 축조된 석실은 북부규슈계(北

部九州系)의 영산강유형 석실이다. 그런데 최근 조사가 진

전되면서 그러한 석실의 조영에 이어지는 흐름이 이미 서

남해안의 연앙항로를 따라 5세기 전·중엽에 축조된 왜계 

고분에서부터 보이고 있다. 즉, 백제와 왜의 통교 이후 서

남해안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연안항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섬이나 해안가에 왜계 수혈식 고분이 축조되었

다. 처음에는 부장품도 왜계 일색이었으나 점차 그런 고분

이 축조된 지역 내에 현지의 묘·장제 요소가 가미된 고총

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당시 내해

에 해당하는 영산강 하구의 바닷가에 위치한 영암 옥야리 

장동 1호분이다. 그런데 이와 흡사한 매장시설을 사용한 고

분이 5세기 중엽경에 나주 복암리 고분군이 인접한 곳에 

축조되었다. 나주 가흥리 신흥 고분이 그것인데 이 고분의 

축조에 복암리 집단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는 밝히기 

어려우나 지리적인 인접성이나 동일한 원통형토기편이 발

견된 점으로 보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신흥 

고분은 영산강 본류 가까운 저평구릉의 말단이나 섬에 위

치하여 5세기 전·중엽 서남해안 일대에 축조된 왜계 고분

과 유사한 배경, 즉 해로 혹은 수로의 이용이나 장악과 관

련하여 입지가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런데 다음 단계에는 복암리 고분군과 동일한 공동체의 구

성원으로 생각되는 정촌 고분에서 영산강유형 석실이 매장

시설로 사용되어 이러한 내륙수로 이용의 주도권이 복암리 

집단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촌 고분의 축조는 

복암리 집단의 급격한 성장의 배경을 보여준다. 이후 복암

리 집단은 복암리 3호분 ’96석실을 시작으로 7세기까지 고

분군을 지속적으로 조영하여 영산강유역에서 주도적인 세

력으로 번성하였다. 사비기에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들어간 이후에도 왜와의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며 영산강유

역은 물론 서남해 항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신안의 여러 섬들에서 발견된 복암리유형 석실을 통해 추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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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tudied the character of Bogamri group and trends in the surrounding area through recently 

excavated stone chambers.

 The first type of stone chamber constructed at Bogamni cemetry was Northen Kyushu style stone chamber 

tomb with corridor. 

 However, According to recent survey Wa style vertical stone lined tomb had constructed earlier than these 

stone chamber along the southwest cost. It is likely that the background of these Wa style stone tomb was the 

beginning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Baekje and Wa. At first, grave goods as well as burial had 

been Wa style, but gradually local burial element and mortuary practices added. And large tomb had beginning 

to appear. The representative tombs are Yeongam Okyari Jangdong tomb and Naju Gaheugni Shinhueng tomb. 

They were built in the middle of the fifth century. It is most likely that the location was selected with regard to 

the use or securing of inland waterway. 

 But the next step, Yeongsangang river style stone chamber with corridor had constructed at Jeongchon 

tomb. That tomb is very close to Bogamni tombs and structure and grave goods are very similar also. So these 

two groups were considered to be the same community. Hereby, It is believed that the inland waterway using 

power had been turned over to Bogamni group.

 Bogamni group had constantly constructed stone chamber until seventh century. This represent that 

Bogamni group had thrived as a leading force 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After under the direct control of Baekje, Bogamni group had continued the close relationship with Wa. 

For this reason, Bogamni group had influenced southwest cost as well as  Yeongsangang river basin. It can be 

estimated by the Bogamni style stone chamber founded at islands of Shinan.

The Character of Bogamni group and trends in the 
surrounding area seen through the stone chamber

Kim Nak ju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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