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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地域의 倭系資料와 前方後圓形古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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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한일 고고·고대사학 연구자 사이에서 항상 큰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다. 근래 이 지역에서 

왜계 고고자료 발견 사례가 양적·질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전방후원형 고분

은 기존에 13기로 알려졌지만 최근 발견 사례가 17기까지 증가했다. 한 곳에서 3기가 조영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으며, 또 일본의 古

墳時代를 특징짓는 形象埴輪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호남지역 출토 왜계 고고자료에 대한 선행연구는 특정 자료나 특정 유적·유구에 한정된 사례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호남의 모든 

왜계 고고자료를 대상으로 수량·고고자료의 종류·출토 위치를 파악한 후 그 변천을 추적하였다. 시기별 특징이나 변화상 등을 바탕

으로 왜와 마한세력의 관계·의도·동향을 문헌 자료 등과 관련시켜 검토하였다.

호남지역 출토 왜계 고고자료는 5세기 전엽부터 증가 및 광범위한 분포를 보여주며 7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4세기 말~5세기 전엽

에는 왜계 무구와 왜계 매장주체부, 5세기 중엽~후엽에는 須惠器(系), 5세기 말~6세기 전엽에는 전방후원형 고분과 왜계 횡혈식석실, 

6세기 중엽~7세기 초에는 왜계 무구ㆍ석침이 중심을 이루어 시기마다 양상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4세기 말~5세기 전엽의 왜계 고고자료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집중된 백제와 왜의 왕래 기사를 근거로 외교 사절단을 수행했을 무인 

계층과의 관련성을 상정했다. 5세기 중엽~후엽에는 須惠器(系) 토기가 호남 내륙부로 확산되었다. 물자의 집적에 유리한 지점에서 주로 

출토되는 경향이 엿보인다.  

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를 北九州 제세력에 속한 왜인을 중심으로 한 교역자 집단으로 해석했다. 전방후원형 고분은 대체로 기

본적으로 기존 수장묘가 조영되지 않던 지역에서 특별한 세력 기반 없이 돌연 출현했다. 그러나 재지인의 협조 없이 전방후원형 고분을 

축조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일본 현지와 호남지역 전방후원형 고분의 구축 기술 차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전방후

원형 고분은 재지 수장묘와 동시기 아니면 직후에 조영되었다는 점에서 재지 집단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5세기 초 금관가야가 몰락하자 왜 諸國은 새로운 교섭 상대로 호남지역을 선택하였다. 그 배경에는 왜에서 구하기 어려운 (지하)자

원이나 물자를 확보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약 200년에 걸쳐서 사용되고 매장된 호남지역의 왜계 고고자료는 왜인의 다

양한 교섭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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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본고에서 다룰 공간적 배경인 호남지역에서는 원삼

국시대 이래 마한의 諸小國이 있었고, 6세기 중·후엽경에 

백제의 직접 통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1. 호남지역의 왜계 

고고자료는 바로 이 지역이 백제에 통합되기 전 단계에 

집중되었던 셈이다.

호남지역 왜계 고고자료 중에는 한반도의 다른 곳에

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전방후원형 고분, 廣帶

二山式冠2, 半球玉裝飾附꼰환두대도, 銀裝三角穗式鐵鉾, 

獅嚙式三累環頭大刀, 馬形·鷄形埴輪, 木製埴輪 등이 이

에 해당한다.

근래 왜계 고고자료 발견 사례가 양적·질적으로 급

증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견해를 재검토·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방후원형 고분은 13기(2011년까지)

에서 17기로 증가했으며 한 곳에서 3기가 조영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일본의 古墳時代를 특징짓는 形象埴輪

도 발견됐다. 

본고는 왜계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호남지역과 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전방후원형 고분과 관련하

여서는 지금까지 그 피장자를 둘러싸고 수많은 견해가 제

시되어 왔다. 근래 새롭게 확인된 전방후원형 고분을 토대

로 피장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

다.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Ⅱ. 연구사 검토와 연구 목적 및 방법 

호남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한일 고고·고대사

학 연구자 사이에서 항상 큰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다. 일

본 학계에서는 『日本書紀』의 任那日本府로 비정하거나 왜 

五王이 중국 남조로부터 받은 「使持節都督倭新羅任那加

羅秦韓慕韓六國諸軍事」작호(『宋書』倭國傳) 중 慕韓으로 

보기도 했다. 왜계 묘제(전방후원형 고분·九州系 횡혈식석

실)의 도입과 피장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사3도 방

대하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최근의 연구 성

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2000년 후반부터 호남 도서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5세기 전·중엽의 왜계 묘제(수혈식석실)에 대해서는 왜와 

백제의 교역에 종사한 왜(계)인의 활동 증거(金洛中 2013; 

高田 2014), 왜왕권의 영향 아래에서 교역선의 기항과 導

船의 역할을 담당한 현지 거류 왜인(權宅章 2014), 백제가 

배치한 왜계 군사집단(李正鎬 2014), 가야 또는 왜인의 이

주 가능성과 항로 개척의 재지 조력자 집단(文安植 2014), 

왜 五王의 중국 견사 시 마한 세력의 협조를 받아 축조되

었을 가능성(林永珍 2017) 등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한편 吳東墠(2017)은 범위를 넓혀서 5~6세기대 왜

계 고분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밝혔다. 개배나 유공광

구소호 등의 형식학적 변화를 근거로 왜계 고분을 석곽묘

의 출현(Ⅰ기: 5세기 1~2/4분기), 석곽묘의 내륙 진출(Ⅱ기: 

5세기 2~3/4분기), 왜계 횡혈식석실의 출현(Ⅲ기: 5세기 

1 백제의 영역과 관련하여 문헌사학계에서는 백제가 금강 이남지역을 편입한 시기를 3세기 중엽부터 4세기 중엽 사이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文安植 

2002:278), 고고학계에서는 호남지역에 대한 백제의 직접 통치 시점을 6세기 중엽 이후로 보는 견해(林永珍 2012; 金洛中 2012; 徐賢珠 2012)가 많다.

2 많은 연구자들이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 출토 관 파편을 광대이산식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故地에 대해 왜산(咸舜燮 1997; 李漢祥 2009:218; 土屋 2015) 

또는 백제산(金洛中 2009:152; 朴天秀 2011; 崔榮柱 2017)으로 보다. 광대이산식관에 대해 박천수는 익산 입점리고분군 출토품과 같이 백제지역의 수장묘

에서 주로 부장됐다고 하지만 백제에서 주로 부장되는 형태의 관은 아니다. 하지만 왜의 광대이산식관이나 왜에서 으레 광대이산식관과 세트로 출토되곤 하는 

꼰환두대도는 신덕 1호분 출토품보다 오래되었다. 즉 신덕 1호분 출토 광대이산식관을 왜의 광대이산식관의 원형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土屋 2015). 따라

서 이 관은 왜계로 간주하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3 이 지역에 관한 연구사는 近藤(2008)과 新井(2008)이 잘 정리했다.



17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2

도 1. 4세기 말~5세기 전엽의 왜계 고고자료 분포도.

N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간선
   도로 또는 제1지선도로 통과 지역

土師器(系) 須惠器(系)

武具・鏡・玉・石製品 埴輪(系)

埋葬主體部

범　례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제2・
  제3지선도로 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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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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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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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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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咸平 昭明遺蹟 17호 주거지(1점), 2. 順天 德岩洞遺蹟 85호 주거지(1점), 3. 光陽 七星里遺蹟 30호 주거지(1점), 4. 麗水 屯田遺蹟 34
ᆞ37호 주거지(2점)

1. 全州 馬田遺蹟 Ⅳ구역 2호 토광묘, 2. 潭陽 城山里遺蹟 4호 주거지, 3. 咸平 新溪里 壯洞遺蹟 지표채집, 4. 羅州 佳興里 新興古墳 횡구식
석실, 5. 順天 德岩洞遺蹟 210호 주거지(모두 1점씩) 

1. 完州上雲里遺蹟 나지구 1호 분구묘 1호 점토곽(2점)ᆞ라지구 1호 분구묘 3호 목관묘(1점), 2. 羅州 佳興里 新興古墳 횡구식석실(1점), 
3. 新安 安佐島 배널리古墳群 3호분(11+점), 4. 海南 外島古墳 1호분(1점), 5. 高興 掌德里 獐洞遺蹟 M1-1호 목곽묘(1점), 6. 高興 野幕古
墳 수혈식석곽(34점), 7. 高興 吉頭里 雁洞古墳 수혈식석곽(8점)

1. 羅州 佳興里 新興古墳 덮개 상면ᆞ주구(2점)

1. 新安 安佐島 배널리古墳群 3호분 석관계 수혈식석실, 2. 海南 外島古墳 1ᆞ2호분 箱式石棺, 3. 高興 野幕古墳 수혈식석곽, 4. 高興 吉頭
里 雁洞古墳 수혈식석곽(가야+왜)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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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분기), 횡혈식석실의 분포 확대와 전방후원형 고분의 

출현(Ⅳ기: 5세기 4/4분기~6세기 1·2/4분기)으로 세분했

다. 그에 따르면 토착 세력의 대외 교섭력이 신장되어 일본 

北九州地域과의 직접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北九州 왜인

의 망명, 토착세력의 자발적 수용, 백제의 영산강유역 세력

에 대한 회유 등이 복합되면서 영산강유역 고분문화의 다

양성이 절정에 이른다고 했다. 

영산강유역 마한 세력의 대외교류 변천을 백제·가

야·신라·왜·중국으로 나누어서 파악한 崔榮柱(2017)에 

의하면 5세기 전엽 왜계 고분+왜계 무기류, 5세기 중엽 須

惠器系,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北九州系 횡혈식석실+전

방후원형 고분+須惠器系+埴輪系에 관·검·거울·모자곡

옥·고호우라 조개팔찌, 6세기 중엽~7세기 전엽 장식대도

가 부장되었다고 했다. 5세기대 영산강유역 마한 세력은 

백제와 왜의 교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 정치적·경제적 실

리를 추구하면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그 증거로 왜

계 고분을 들었다. 한편 6세기대에는 백제와 왜 왕권 사이

에서 실리를 취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그

것이 北九州系 횡혈식석실과 전방후원형 고분으로 표출되

었다고 보았다. 

호남지역 출토 왜계 고고자료에 대한 선행연구는 특

정 자료나 특정 유적·유물에 한정된 사례가 많았다. 본고

에서는 호남의 모든 왜계 고고자료를 대상4으로 수량·고

고자료의 종류·출토 위치를 파악한 후 그 변천을 추적하

고자 한다. 시기별 특징이나 변화상 등을 바탕으로 왜와 

마한세력의 관계·의도·동향을 문헌 자료 등과 관련시켜 

검토하겠다. 크게 보아 재지수장설·왜인 이주설·왜계 백

제관료설로 논의되고 있는 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 문제

에 대해서는 전방후원형 고분의 입지·부장품·축조 면에

서 유사한 세종 나성리유적의 무덤을 토대로 실마리를 찾

고자 한다. 또한 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와 재지 집단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변 유적과의 위치와 시기를 근거로 

검토한다. 왜계 고고자료의 출현부터 종언까지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백제-마한세력-왜의 관계가 더 구체

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를 기반하여 더 객관적인 5~6세

기 호남지역의 역사상을 부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Ⅲ. 왜계 고고자료의 추이

1. 4세기 후엽 이전

海南 郡谷里貝塚에서는 彌生時代 중기 전엽(城ノ越式)

의 옹편, 光州 新昌洞 低濕地遺蹟에서는 彌生時代 중기 중

엽(須玖Ⅰ式)의 구연부편, 南原 細田里遺蹟에서는 彌生 후기 

중엽(下大隅式)의 장경호가 출토됐다(예지은 2011). 光州 金

谷遺蹟 B-1호 주거지에서는 3세기대의 고배편5(湖南文化財

硏究院 2009; 武末 2013; 李暎澈 2016), 群山 余方里 藍田貝

塚에서는 3세기 4/4~4세기 1/4분기의 土師器 2점이 수습됐

다(土田 2017:128-129). 

이와 같이 彌生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호남지역의 

왜계 고고자료는 경남(가야지역)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藤田 2016:46). 이 지역에서 왜인의 활동은 미

미했다. 대왜 교섭의 창구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동남

부 해안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의미이다(高久 2004; 朴天秀 

2007). 일본 출토 중국계 문물은 왜인이 금관가야로부터 입

수했거나 금관가야를 기항지로 삼아 낙랑군·대방군과 교

섭해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2. 4세기 말~5세기 전엽(TG232~TK216형식기)

호남지역 왜계 고고자료는 5세기 이후 증가했으며 주

로 해안선이나 하천을 따라 분포한다<도 1>. 호남지역에서

4 왜계 고고자료를 집성하기 위해 金恩延 외(2011),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현 대한문화재연구원)편(2011), 예지은(2011), 土田(2012·2017:127-156), 酒井(2013:251-

278), 金榮珉(2014), 鈴木(2014), 李知熙(2015), 高橋(2016), 中久保(2017:107-109), 吳東墠(2017)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이후 발견된 최신 자료를 추가했다.

5 光州 金谷遺蹟 B-1호 주거지 출토품에 대해 武末은 庄內式系로 보았지만 李暎澈은 배신과 다리의 형태가 布留式 中段階~新段階에서도 확인되는 요소라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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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5세기 중엽의 왜계 고고자료 분포도.

N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간선
   도로 또는 제1지선도로 통과 지역

土師器(系) 須惠器(系)

武具・鏡・玉・石製品 埴輪(系)

埋葬主體部

범　례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제2・
  제3지선도로 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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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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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光州 碧津洞 月山遺蹟 Ｂ-Ⅱ지구 7층(1점), 2. 光州 東林洞遺蹟 10ᆞ71ᆞ140호 구(3점), 3. 光州 山亭洞遺蹟 6~9호 방형 건물(6점), 
1ᆞ2ᆞ16호 구(3점), 4호 수혈(1점), 4. 光州 河南洞遺蹟 9호 구 10지점(4점), 5. 務安 麥浦里遺蹟 채집(1점), 6. 和順 雲農里 農所遺蹟
Ⅱ구역 21호 주거지(1점), 7. 順天 松山遺蹟 1지구 35호 수혈(1점), 8. 麗水 竹林里 車洞遺蹟 15호 주거지(1점)

1. 靈岩 沃野里 方臺形古墳 1호분 횡구식석실(5점), 2. 海南 黃山里 分吐遺蹟 4호 옹관묘(1점)   

1. 高敞 鳳德里古墳群 1호분 남쪽 주구(1+점), 2. 羅州 新村里古墳群 9호분 분구ᆞ주구 등(32+점)

1. 海南新月里古墳 箱式石棺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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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때부터 왜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고고

자료 중에는 토기류보다 武具가 많고 왜계 매장주체부에 

부장되었다.  

그렇다면 내륙의 潭陽 城山里遺蹟6<도 1-②>과 羅州 

佳興里 新興古墳<도 1-④· > 출토 왜계 자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중국이나 백제로 가려 했다면 일부러 영

산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남지역이나

호남 도서지역에 반입된 제품이 재차 운반되었을 가능성

도 있다. 하지만 光州 金谷遺蹟에서 3세기대의 土師器 고

배가 엄연히 수습된 바 있어 담양 성산리와 나주 가흥리

의 왜계 자료 역시 해당 지역에 대한 왜인의 활동 흔적으

로 이해하고자 한다.

3. 5세기 중엽(TK208형식기)

5세기 중엽이 되면 전시기의 왜계 무구는 감소하고 

須惠器가 증가했다<도 2>. 그 중에서도 광주 출토품이 절

반을 차지한다. 光州 東林洞遺蹟<도 2-②>이나 光州 山亭

洞遺蹟<도 2-③>에서는 須惠器뿐만 아니라 須惠器系도 출

토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라는 특정 지역에 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인들이 집단 도래하

여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했다면 왜의 土師器가 출

토해야 마땅하지만 須惠器에 비해 극히 적다. 집단의 규모

가 작았거나(酒井 2013:264) 土師器를 휴대 또는 제작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동림동유적은 영산강과 광주천이 합류하는 지점과 

가까운 곳, 산정동유적은 영산강과 풍영정천이 합류하는 

곳에서 풍영정천 쪽에 있다. 동림동에서는 주거지, 수혈, 

구, 산정동에서는 주거지, 수혈, 구, 가마터, 고분이 발굴

되었고, 아울러 백제, 마한, 왜, 가야의 토기도 수습됐다. 

두 유적은 서로 유사한 유구·유물의 조합이지만 자세히 분

석하면 동림동은 외래계토기 중 가야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산정동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래 집단과 이를 

받아들이는 재지 집단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유적 중 지석천 상류 和順 雲農里 農所

遺蹟<도 2-⑥>이 가장 내륙에 위치한다. 4세기 중후반

~5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다수의 주거지 내부에서 슬래

그가 확인되었다. 철기 제작과 관련된 집단의 취락으로 

해석된다(東北亞支石墓硏究所 2016:395). 조선시대의 

화순에는 鐵場이 있었고, 和順 三川里遺蹟에서는 제철 

관련 유구, 和順 雲月里 雲浦遺蹟에서는 단야유구, 和順 

龍江里遺蹟에서는 슬래그가 출토된 바 있다. 6세기 전엽

까지 계속된 화순 지역 사회과 왜의 관계는 왜의 철 자

원 확보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4. 5세기 후엽(TK23형식기)

호남의 왜계 고고자료는 이 시기에 절정에 달했다<도 

3>.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출 상황이 

엿보인다. 만경강과 소양천의 합류지점<도 3-①>, 풍영정천 

상류<도3-⑤>, 광주 대촌천 지류의 상류<도 3-⑧·⑨>, 황

룡강 하류<도 3-⑩>, 장성천 하류<도 3-⑪>, 지석천 하류

와 중류<도 3-⑭·⑮>, 영산강 하류<도 3-⑯>, 삼산청 중하

류<도 3-⑱>, 탐진강 중상류<도 3-⑲>, 보성<도 3-⑳>, 순

천 내륙부<도 3- · >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왜계 고고자료 중에는 토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5세기 전엽에 성행했던 왜계 무구와 매장주체부는 

거의 그 모습을 감추었다. 

5세기 후엽은 전방후원형 고분 출현의 전야였다. 5세

기 후엽의 長城 三臺里遺蹟<도 3-⑤>과 5세기 후엽~6세기 

6 도면은 일제강점기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작성한 지도인데 현재의 해안선 및 하천과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대규모 국토 개발 이전의 지도가 고대의 지

형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울 것이다. 여수 둔전유적은 지도의 바깥에 있어 번호를 표시하지 못했다.

7 성산리유적 출토 개배의 배신에 대해 酒井(2013:254)은 須惠器, 中久保(2017:109)는 호남지역산으로 보고 있다. 필자가 백제지역에서 영산강유역까지

의 개배 배신 약 1,600점을 집성해 보니 성산리 출토품과 같은 특징적 기형은 따로 없었다. 이로 인해 성산리 출토품은 호남에서 연속적으로 제작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반입된 須惠器인지 호남에서 제작된 須惠器系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지역의 전형적 배신 형태와는 확실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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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5세기 후엽의 왜계 고고자료 분포도.

N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간선
   도로 또는 제1지선도로 통과 지역

土師器(系) 須惠器(系)

武具・鏡・玉・石製品 埴輪(系)

埋葬主體部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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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和順 雲農里 農所遺蹟 Ⅱ구역 9호 주거지(1점), 2. 光陽 龍江里 石亭遺蹟 4ᆞ5ᆞ15ᆞ16호 주거지(9점)

1. 完州 上雲里遺蹟 라지구 3호 분구묘 1호 옹관묘(2점), 2. 高敞 鳳德里古墳群 1호분 4호 수혈식석실(2점), 2. 高敞 鳳德里遺蹟 가지구 
추정방형분 남쪽 주구(3점), 3. 高敞 紫龍里遺蹟 3호분 서쪽 주구(1점), 4. 潭陽 西玉古墳群 3호분 분정(1점), 5. 長城 三臺里遺蹟 1호 수혈
(1점), 6. 光州 龍頭洞遺蹟 7호 주거지(1점), 7. 光州 東林洞遺蹟 19ᆞ60ᆞ70ᆞ81ᆞ101호 구(5점), 8. 光州 良瓜洞杏林遺蹟 하도(2점),
9. 光州 香嶝遺蹟 3ᆞ15호 주거지(2점), 10. 光州月田洞遺蹟 1호 수혈ᆞ3호 지상건물 북쪽 구상건물(2점), 11. 羅州長嶝遺蹟 2ᆞ3호 주구
(3점), 12. 羅州 東谷里 橫山古墳 분구 북동단(1점), 13. 羅州 永洞里古墳群 3호분 1호 횡혈식석실(1점), 14. 羅州 新道里遺蹟 1호 주거지
(1점), 15. 和順 月谷里遺蹟 채집(1점), 16. 務安 德岩古墳群 1호분 4ᆞ7호 옹관(2점), 17. 務安 上馬里 上馬亭遺蹟 분구묘 성토층 상면ᆞ
1호 옹관(2점), 18. 海南 龍頭里古墳 석실 내부 함몰토(1점), 19. 長興 上芳村A遺蹟 56ᆞ57호 주거지(4점), 20. 寶城 白鶴堤遺蹟 2호 주
거지(1점), 21. 高興 寒洞遺蹟 18호 주거지(3점), 22. 順天 大谷里 한실遺蹟 AᆞC지구(2점), 23. 順天 月坪遺蹟 주거지 주변(1점), 24. 
順天 松山遺蹟 1지구 7호 주거지 퇴적토ᆞ2호 지상건물 퇴적토ᆞ5호 수혈(3점), 25. 光陽 木城里遺蹟 지표채집(2점), 26. 光陽 道月里遺蹟
39ᆞ41호 수혈(2점)

1. 完州上雲里遺蹟 라지구 1호 분구묘 16-1호 목관묘(1점)ᆞ29호 목관묘(1점)ᆞ2호분 3호 목관묘(1점), 2. 任實 金城里古墳群 석곽묘(1점), 
3. 務安 德岩古墳群 1호분 3호 옹관(1점)

1. 高敞 旺村里遺蹟 1ᆞ2호분 주구(34+), 2. 光州 良瓜洞 杏林遺蹟 1구역 도로 석열ᆞ주구(6점), 3. 光州 香嶝遺蹟 16ᆞ24호 주거지(3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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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5세기 후엽~말의 왜계 고고자료 분포도.

N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간선
   도로 또는 제1지선도로 통과 지역

土師器(系) 須惠器(系)

武具・鏡・玉・石製品 埴輪(系)

埋葬主體部

범　례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제2・
  제3지선도로 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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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高敞 七巖里古墳 후원분 퇴적층(1점), 2. 羅州 伏岩里古墳群 6호분 북쪽 주구(5점)

1. 益山 信洞里遺蹟 6지구 11호 수혈(1점), 2. 群山 山月里遺蹟 6ᆞ8호 횡혈식석실(3점), 3. 扶安 白山城 1호 환호 북쪽 바닥면(1점), 4. 
井邑 新月里遺蹟 나지구 채집(1점), 5. 高敞 鳳德里遺蹟 나지구 구ᆞ가지구 채집(6점), 5. 高敞 鳳德里古墳群 1호분 남쪽 주구(2점), 6. 高
敞 紫龍里遺蹟 1ᆞ2ᆞ6호분 주구ᆞ2호분 7-1호 토광묘ᆞ4호분 1호 토광묘ᆞ4호분 성토층ᆞ6호분 1호 토광묘(7점), 7. 靈光 鶴丁里 강변
遺蹟 구(2점), 8. 長城 大德里遺蹟 1호 석곽묘(1점), 9. 光州 河南洞遺蹟 36호 구(1점), 10. 光州 東林洞遺蹟 101ᆞ102호 구(2점), 11. 
羅州 伏岩里古墳群 2호분 북쪽 주구ᆞ3호분 96석실ᆞ8호분 남쪽 주구(8점), 11. 羅州 伏岩里 丁村古墳 1호 횡혈식석실 목관3(1점), 12. 
務安 頭谷遺蹟28호분 서쪽 주구(1점), 13. 靈岩 泰澗里 자라봉古墳 주구(2점), 14. 高興 訪士遺蹟 12호 주거지(1점), 15. 順天 大谷里 한실
遺蹟 A-1호 주거지(1점), 16. 順天 星山里 대법遺蹟 3ᆞ41호 주거지(2점), 16. 順天 星山遺蹟 11호 주거지 퇴적토(1점), 17. 光陽 七星里
遺蹟 7호 수혈(1점), 18. 光陽 木城里遺蹟 B지구 채집ᆞC지구  4호ᆞ13호 주거지(4점), 19. 光陽 道月里遺蹟 2-2호 주거지(1점), 20. 麗水
竹林里 車洞遺蹟 9ᆞ15호 주거지ᆞ27호 석곽묘(4점)

1. 完州 上雲里遺蹟 라지구 3호 분구묘 3호 석곽묘(1점), 2. 光州 雙岩洞古墳 횡혈식석실(2점), 3. 羅州 伏岩里 丁村古墳 1호 횡혈석석실 목관
3(2점)ᆞ동남측(1점), 4. 羅州 大安里古墳群 9호분(1점), 5. 務安 社倉里古墳群 제3호 옹관묘(1점), 6. 靈岩 沃野里 方台形古墳 제1호 옹관묘
(1점), 7. 海南 龍頭里古墳 횡혈석식실(1점), 8. 海南 萬義塚古墳群 1호분 석곽묘(3점), 9. 海南 月松里 造山古墳 횡혈식석실(3점), 10. 寶城 
白鶴堤遺蹟 1호 수혈(1점), 11. 高興 訪士遺蹟 39-4호 주거지(1점), 12. 順天 雲坪里遺蹟 M2-5호 석곽묘(1점), 13. 光陽 龍江里遺蹟 4호 
주거지(1점),14. 麗水 竹林里 車洞遺蹟 1지구 1호 토광묘ᆞ2지구 10호 석곽묘(2점)

1. 高敞 七巖里古墳 분구ᆞ퇴적토(10점), 2. 咸平 金山里 方臺形古墳 주구(2+점), 2. 咸平 老迪遺蹟 2호 주거지(1+점), 3. 羅州 伏岩里古墳
群 7호분 근처의 16호 수혈(2점), 4. 羅州 德山里古墳群 트렌치(1+점), 5. 羅州 龜基村遺蹟 1ᆞ3호 주거지(2점), 6. 靈岩 泰澗里 자라봉古墳
주구(100+점)

1. 光州 雙岩洞古墳 횡혈식석실, 2. 羅州 伏岩里古墳群 3호분 96석실, 2. 羅州 伏岩里 丁村古墳 1호 횡혈식석실, 3. 海南 月松里 造山古墳 
횡혈식석실

1. 高敞七巖里古墳 추정 왜계 석실, 2. 靈岩 泰澗里 자라봉古墳, 3. 海南 龍頭里古墳 왜계 횡혈석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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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6세기 전엽의 왜계 고고자료 분포도.

N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간선
   도로 또는 제1지선도로 통과 지역

土師器(系) 須惠器(系)

武具・鏡・玉・石製品 埴輪(系)

埋葬主體部

범　례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제2・
  제3지선도로 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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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가2구ᆞ나2구(3점), 2. 扶安 壯東里遺蹟 26호 주거지(1점), 3. 高敞 紫龍里遺蹟 5호분과 6호분의 주구(1점), 4. 
光州 仙岩洞遺蹟 3호분 주구(1점), 5. 羅州 長嶝遺蹟 6호분 주구(2점), 6. 羅州 伏岩里古墳群 1호분 주구ᆞ3호분 96석실(3점), 7. 靈岩 
泰澗里 자라봉古墳 전방부 주구(1점), 8. 和順 千德里 懷德古墳群 3호분 횡혈식석실(1점?), 9. 和順 雲農里 農所遺蹟 21ᆞ24호 주거지
(2점), 10. 海南 龍日里 龍雲古墳 3호분 석실(1점), 11. 麗水 竹林里 車洞遺蹟 6ᆞ9호 주거지(2점)

1.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지표ᆞ퇴적층(141점), 2. 咸平 禮德里 新德 1호분 횡혈식석실(3점), 3. 羅州 新村里古墳群 9호분(1점, 4. 長城 
鈴泉里古墳 횡혈식석실(1점)

1. 光州 月桂洞 1호분 주구(3점), 1. 光州 月桂洞 2호분 주구(1+점), 2. 光州 明花洞古墳 주구 등(14점), 3. 和順 白巖里古墳 채집(10점), 
4. 海南 方山里 長鼓峰古墳 채집(1+점)

1. 長城 鈴泉里古墳 횡혈식석실, 2. 和順 千德里 懷德古墳群 3호분 횡혈식석실 

1. 高敞 七巖里 2ᆞ3 호분(추정), 2. 咸平 禮德里 新德 1호분 횡혈식석실(왜계), 3. 咸平 馬山里 杓山 1호분 횡혈식석실(왜계), 4. 光州 
月桂洞 1호분 횡혈식석실(왜계), 4. 光州 月桂洞 2호분 횡혈식석실(왜계), 5. 光州 明花洞古墳 횡혈식석실(왜계), 6. 潭陽 聲月里 月田古墳
횡혈식석실(백제 등 복합), 7. 海南 方山里 長鼓峰古墳 횡혈식석실(왜계)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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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엽의 光州 月桂洞 1·2호분(전방후원형 고분)은 직선거리

로 약 2km, 長城 三臺里遺蹟과 5세기 후엽 이후의 光州 

雙岩洞古墳(왜계 매장주체부)은 직선거리로 약 1km 떨어

져 있다. 5세기 후엽의 光州 月田洞遺蹟<도 3-⑩>과 6세기 

전엽의 光州 明花洞古墳(전방후원형 고분)은 직선거리로 

약 3km, 같은 유적과 시기 불명의 光州 堯基洞 造山古墳

(전방후원형 고분)은 약 1km 가량 거리를 두고 있다. 5세

기 후엽의 潭陽 西玉古墳群<도 3-④>과 시기 불명의 潭陽 

古城里 月城山 1호분(전방후원형 고분)은 직선거리로 약 

3km 이격되어 있다. 시기는 다르지만 5세기 전엽의 潭陽 

城山里遺蹟<도 1-②>과 상기의 전방후원형 고분들은 직선

거리로 약 1km, 4세기 말의 咸平 昭明遺蹟<도 1-①>과 시

기 불명의 咸平 長年里 長鼓山古墳(전방후원형 고분)은 직

선거리로 약 2km,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의 咸平 老迪遺

蹟<도 4- >과 장고산고분은 약 1km, 5세기 후엽~말의 咸

平 金山里 方臺形古墳<도 4- >과 장고산고분은 직선거리

로 약 800m에 거리에 위치한다. 이처럼 일부 지역은 전방

후원형 고분 조영 시점보다 앞서서 왜와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5세기 후엽~말(TK47형식기)

高敞 七巖里古墳, 靈巖 泰澗里 자라봉古墳, 海南 

龍頭里古墳에서 전방후원형 고분이 출현했다<도 4>. 지

금까지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전 시기의 왜계 고고자료가 

발견된 바 없기 때문에 전방후원형 고분 조영을 계기로 

한 왜와의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방후원

형 고분은 해안 근처나 수운에 유리한 장소에 조영됐다. 

한편 光州 雙岩洞古墳<도 4- >, 羅州 伏岩里古墳

群<도 4- >, 海南 月松里 造山古墳<도 4- >에서는 5세

기 중엽 이래 중단되었던 왜계 매장주체부의 조영이 재개

됐다. 또 왜계 매장주체부에서는 왜계 유물이 부장됐다. 

羅州 伏岩里 丁村古墳 1호 횡혈식석실(왜계)의 목

관1과 목관2는 武寧王陵의 목관과 같은 일본산 금송이

었다. 비취곡옥이 출토된 점도 특기할만하다(國立羅州文

化財硏究所 2017).

보성<도 4- >, 고흥<도 4- >, 광양<도 4- >에서는 모

자곡옥이 출토되었지만 이 시기에 한정되었다고 추정한다.

5세기 중엽~후엽(TK208~TK23형식기)에 들어 매장 사

례가 감소된 왜계 무구는 이 기간의 여러 고분에 다시 부장되

기 시작했다.

6. 6세기 전엽(MT15형식기)

이 시기부터 왜계 고고자료는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새

로운 지역으로 진출한 흔적도 관찰된다. 扶安 竹幕洞<도 5-

①· >, 扶安 壯東里<도 5-②>, 長城 鈴泉里<도 5- >, 咸平 

禮德里, 咸平 馬山里가 이에 해당한다. 

중심 연대가 6세기 전엽으로 추정되는 7기의 전방후원

형 고분 중 6기는 내륙에 위치하고 그 가운데 潭陽 聲月里 月

田古墳이 가장 내륙에 있다. 광양, 순천, 고흥에서는 5세기 전

엽부터 계속적으로 왜계 고고자료가 출토됐지만 6세기가 되

면 그 모습을 감추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일본 近畿地域에서 집중적으

로 출토되는 廣帶二山式冠이나 꼰환두대도 등 이른바 

왜의 위신재가 咸平 禮德里 新德 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는 것이다.

7. 6세기 중엽~7세기 초(TK10~TK217형식기)

먼저 羅州 伏岩里古墳群 출토 장식대도에 대해 언

급하겠다<표 1>. 金洛中8(2009:238)·李釩起(2015:94)·崔

榮柱(2017)는 왜계로 보는 한편, 圭頭大刀에 대해 菊池

(2010:95)는 鐔을 장착하지 않은 점은 엄밀히 말해서 倭

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복암리 출토품은 일본열

8 나주 복암리고분군 출토 규두대도에 대해 김낙중(2006)은 百濟製로 보았다. 그런데 그의 2009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는 규두대도와 獅噛式三累環

頭大刀를 왜에서 널리 통용됐던 위세품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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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토품의 조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시기적으로 선행

하지 않으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사례임을 감안하여 복암

리 출토 장식대도는 왜로부터 온 박재품일 가능성이 있

다고 한다. 한편 金宇大(2017:252)는 복암리 출토 장식대

도를 백제산으로 보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6세기 중엽 이후라면 한반도에서 장식대도가 위세

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金洛中 2009:240)이

었지만 일본에서는 장식대도가 6세기 후반~7세기 초두

에 성행했다(松尾 2005). 복암리 출토 장식대도는 일본

의 성행기에 부합된다. 또한 金宇大(2017:246·251)의 분

류법에 따르면 복암리의 圭頭 B류는 백제 중앙에는 없고 

나주에만 집중되었고, 獅嚙式三累環頭大刀는 한반도에

서는 유일한 사례지만 일본에서는 늦어도 TK43형식기에

는 출현해 약 30점이 알려져 있다(菊池 2014). 따라서 복

암리 출토 장식대도는 왜계일 가능성이 더 높다. 

나주 복암리의 피장자는 백제계 매장주체부 안에 

백제 地方官的 성격을 보여주는 銀花冠飾·冠帽의 鐵

芯·環帶, 백제토기와 함께 묻혔기 때문에 중앙 관료 

또는 백제 관료화한 재지 유력자로 생각된다. 그런 한

편으로 그는 왜왕권과도 독자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것

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교섭 상대가 九州系 세력에서 

왜왕권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왜의 매장 의례

와 관련이 있는 石枕의 존재도 흥미롭다(崔榮柱 2017).

Ⅳ. 왜계 고고자료로 본 왜의 동향과  
 해석

Ⅲ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왜계 고고자료는 시기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호남지역 소재 왜계 고고자료의 획기는 5세기 전엽과 

5세기 중엽, 전방후원형 고분이 출현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표 2. 시기 별로 본 왜계 고고자료의 추이

4세기 말~5세기 전엽
(TG232~TK216)

5세기 중엽
(TK208)

5세기 후엽
(TK23)

5세기 후엽~말
(TK47)

6세기 전엽
(MT15)

6세기 중엽~7세기 초
(TK10~TK217)

토기 △ ○ ○ ○ ○

무구·장신구 등 ○ △ △ ○ △ ○

매장주체부 ○ ○ ○

전방후원형 고분 ○ ○

표 1. 6세기 중엽~7세기 초의 무구·석제품

유적 유구 종류 개체수 시기 인용문헌

나주 복암리고분군

1호분 횡혈식석실 石枕 1 6세기 후엽(TK209형식기) 林永珍 외 1999

3호분 5호 횡혈식석실 圭頭大刀 1 6세기 중엽(TK10~TK43형식기)

國立文化財硏究所 
2001

3호분 6호 횡혈식석실 石枕 1 6세기 후엽(TK209형식기)

3호분 7호 횡혈식석실

金銀裝圭頭大刀 1

6세기 후엽(TK209형식기)金銀裝獅噛式三累環頭大刀 1

石枕 2

3호분 12호 횡혈식석실 石枕 2 6세기 후엽(TK209형식기)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3호 횡혈식석실 石枕 1 7세기 초(TK209~TK217형식기)
國立羅州文化財硏究所

2017



181  Tsuchida Junko  湖南地域의 倭系資料와 前方後圓形古墳

왜계 고고자료가 확인되는 5세기 후엽~말, 무구 등 특정한 

왜계 고고자료만 출토되는 6세기 중엽경으로 구분된다. 

1. 왜계 무구와 왜계 매장주체부

 (TG232~TK216형식기)

5세기 중엽의 왜계 매장주체부나 왜계 무기는 海南 

新月里 古墳(箱式石棺)과 靈巖 沃野里 方臺形古墳9에서 

확인된다. 신월리고분에서는 수점의 재지 토기가 수습되

었을 뿐 왜계 부장품은 없다. 신월리고분은 직선거리로 

약 3km 거리에 위치한 이전 단계의 海南 外島古墳(箱式

石棺)에서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서 조영된 것으로 생각

한다. 왜계 매장주체부의 실질적인 제작 시점은 5세기 전

엽과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이었다.  

호남 도서지역 왜계 고분(매장주체부)의 조영 배경에 

대해 林永珍(2017)은 왜 五王의 중국 견사 시 마한 세력의 

협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왜계 무구

는 그 반대급부로 토착 세력에 왜가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왜의 중국 견사는 西晉代인 266년을 끝으로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 대략 150년 후인 413년 東晉과의 교섭을 

계기로 421년, 425년, 430년, 430년, 438년, 443년, 460년, 

462년, 477년, 478년, 479년 그리고 502년 梁으로 이어졌

다. 사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견사 기록까지 합하면 

동진 1회, (남)송 11회, (남)제 1회, 양 1회 등 모두 14회에 

달한다(梁起錫 2013:259-260). 502년을 마지막으로 다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견사 기록이 없다가 수나라 때 재

개되었다(林永珍 2017). 

이처럼 왜의 조공은 5세기 초~6세기 초까지 약 

100년 동안 이어졌지만 왜계 고분 조영이나 무기 부장은 

<표 2>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관적이지 않았다. 만약에 

왜의 중국 견사가 왜계 고분과 관련이 있었다면 5세기 

초~6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어야 한다. 5세기 

중~후엽(TK23형식기)의 왜계 고분이 단절된 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5세기 전엽의 왜계 매장주체부

와 5세기 후엽~말(TK47형식기)의 전방후원형 고분은 같

은 왜계 고분이라 해도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주

시할 필요가 있다. 

5세기 전엽의 왜계 고분 조영과 왜계 무구 부장은 

397년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 체결로부터 비롯된 428년 

왜의 50명 규모 사절단 파견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한

다. 『三國史記』백제본기에 기재된 왜와의 교섭기사는 397

년, 402년, 403년, 405년, 409년, 418년, 420년, 428년으

로 4세기 말~5세기 전엽에 집중됐다.

『삼국사기』백제본기 전지왕조에는 1년(405년) 9월 

「전지왕이 아신왕의 부고를 듣고 울면서 귀국을 요청하니 

왜왕이 1백 명의 군사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여 귀국하게 

하였다.」라는 기사가, 비유왕조에는 2년(428년) 2월 「왜국 

사신이 왔는데 수행자가 50명이었다.」라는 기사가 있다.

시기는 다소 내려가지만 479년 왜에 있던 동성왕이 

백제로 돌아올 때 왜병 500명이 호위해 왔다고 『日本書

紀』는 전한다. 이 무렵 도읍 공주에는 九州 周防灘 연안

과 遠賀川流域의 무덤과 유사한 횡혈묘가 출현하였는데 

이를 왜병의 무덤으로 보는 견해10(柳澤 2005)도 있다.

외교 사절단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여러 명의 병사가 

포함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백제 왕족과 같이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귀국할 때에는 신변 보호를 위해 많은 병사들이 

동행했을 것이고 그들이 소지한 무구류도 많았을 것이다. 

그들은 임무를 마친 후 귀국 길에 올랐지만 그 여정 중에 

사망하는 자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세기 전엽의 왜계 고분은 모두 해안지역에 위치했

고 왜계 무구는 왜계 고분에 부장되었다. 전방후원형 고분

9 영암 옥야리 방대형고분 출토 재지 토기, 왜계 무구, 가야계 고배는 피장자의 국제성을 반영한다.

10 公州 丹芝里 횡혈묘에 대해서 朴天秀(2006)는 北九州地域에서 이주·정착한 왜인이며 백제 왕도의 방어와 관련한 집단, 李浩炯(2008)은 횡혈묘에서 무

구류가 전혀 출토되지 않은 점으로 백제에서 생활하고 있던 官人·상인 등의 왜인 무덤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金吉植(2012)은 九州의 횡혈묘가 일본 각

지에 확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5세기 후반~6세기 무렵에는 일본에서도 무구류의 부장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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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점도 중요하다. 외교 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한 병

사가 귀국 도중 급사했다면 전방후원분이라는 거대한 무

덤을 만들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사망자와 동행했던 사신

단은 서둘러 귀국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방후원형 고분을 축조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백제와 왜의 항해 루트 상에 조영된 왜계 무덤의 피

장자들은 부장품으로 미루어 병사 중에서도 상당한 고위

급 인물, 즉 무인(무관)이었다11. 5세기 전엽에 만들어진 4

기의 왜계 매장주체부 중 高興 吉頭里 雁洞古墳에서는 왜

계 무구와 함께 백제의 금동신발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백

제 중앙과도 깊은 관계를 가진 왜를 대표한 무관급의 인물

로 보고자 한다.12

2. 須惠器(TK208~TK23형식기)

5세기 중엽~후엽에는 토기가 대부분이었다. 전술한 바

와 같이 須惠器 뿐만 아니라 須惠器系도 출토되고 있기 때문

에 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안 근처는 물론이고 영산강 중류와 그 지류 등 내륙

부에 須惠器가 유입된 양상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호남지역으로 건너간 목적 중 하나는 (지하)자

원의 조사·확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는 당시 철 

자원 입수를 완전히 한반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5세기 초

까지 주된 철 교역국이었던 금관가야가 몰락하자 왜는 새

로운 교역 상대를 호남지역에서 찾고자 한 것이 아닐까13. 

그런데 실제로 확인된 제철 관련 유적은 5~6세기

로 추정되는 和順 三川里遺蹟, 7세기대의 羅州 伏岩里 

遺蹟14, 光陽 道月里遺蹟(金想民 2011, 韓國文化財調査硏

究機關協會 2012:254-257·260-262), 단야 관련 유적은 약 

15개소1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적다는 인상을 준다.

훨씬 늦은 시기의 기록이지만 『世宗東國與地勝覽』

이나 『東國與地勝覽』은 전주, 함평, 무안, 광주, 화순에 

鐵場이 있다고 전한다. 또한 『遊瑞石錄』16에 「장불천은 

그 상류에서 쇠를 씻기 때문에 언제나 탁한 물이 흐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남지역에 철 자원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삼국시대에도 이러한 지역에서 철을 산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5세기 중엽의 須惠器 22점 가운데 18점이 광주에 집

중됐다. 碧津洞 月山遺蹟·東林洞遺蹟·山亭洞遺蹟·河南洞

遺蹟은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며 碧津洞 月

山遺蹟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須惠器가 주거지나 취락

과 관련된 구상유구에서 출토됐다. 또 왜 뿐만 아니라 백

제, 마한, 가야계의 토기도 수습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물자의 집적지였을 공산이 크다. 왜인들은 이 일대에서 체

류하면서 왜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했을 것이다. 

5세기 후반(TK23형식기)이 되면 새로운 지역의 무

덤에서 왜계 유물이 부장되는 사례가 많아진다. 이 시기

에 들어 왜인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마한 

세력과 본격적으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리

라 생각한다. 다음 시기(TK47형식기)의 전방후원형 고

분은 갑자기 출현했다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 그 출현은 

11 5세기 전엽으로 비정되는 왜계 매장주체부 4기에서는 한반도의 보편적 토기가 부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장자는 재지인보다는 왜계 무구류를 휴대했던 

왜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12 朴天秀(2018)와 남영웅(2018:26-27)은 5세기 전반에 조영된 왜계 고분에 백제의 금동관·금동신발이 매장된 점을 근거로 백제가 남해안까지도 영역화

에 성공하였다고 보았다. 또 그 피장자는 백제가 배치한 무인일 가능성을 높다고 풀이했다. 

13 왜계 토기 부장 사례는 5세기 중엽(TK208형식기) 이후 갑자기 증가했지만 TK73~TK216형식기의 須惠器도 담양이나 나주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를 감

안하면 5세기 전엽부터 철 자원 등의 입수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4 나주 복암리유적의 제철유구에 대해 보고자(國立羅州文化財硏究所 2010:561)는 정련·단야유구로 보고 있다. 분석 결과 제철공정 중 2차 공정의 조업

이 7세기 중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15 土師器(系)가 2점 수습된 麗水 屯田遺蹟에서는 단야유구가 발굴되었지만 이 유구와 왜계 유물은 모두 5세기 전엽에 한정된다고 한다(鄭一 2013:328).

16 1574년 高敬命이 지은 무등산 기행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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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방후원형 고분 출토 부장품 계통과 재지 세력과의 관계

번호 유적 왜계 매장주체부 왜계 유물 백제계 유물
신라·가야계 

유물
新規出 시기

1 高敞 七巖里古墳 ○ ○ 도굴(불명) 도굴(불명)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TK47~MT15형식기)
2 高敞 七巖里 2호분 불명 불명 불명 불명 신출

3 高敞 七巖里 3호분 불명 불명 불명 불명

4 靈光 月山里 月桂 1호분 불명 불명 불명 불명 신출 불명

5
咸平 長年里 長鼓山古墳

(竹岩里古墳)
불명 불명 불명 불명 신출 불명

6 咸平 馬山里 杓山 1호분 ○ 도굴(불명) ○(도자기) 도굴(불명) 기존？ 6세기 전엽(MT15형식기)

7 咸平 禮德里 新德 1호분 ○
○(관·칼·
裝飾釘·
鐶座金具18)

○(토기·마구류) ○(토기) 신출 6세기 전엽(MT15형식기)

8 光州 明花洞古墳 ○ 도굴(불명) 도굴(불명) ○(토기, 소가야) 신출 6세기 전엽(MT15형식기)

9 光州 堯基洞 造山古墳17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10 光州 月桂洞 1호분 ○ 도굴(불명)
도굴(불명)이지만 

주구에 토기
도굴(불명) 신출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TK47~MT15형식기)

11 光州 月桂洞 2호분 ○ 도굴(불명) 도굴(불명) 불명 신출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TK47~MT15형식기)

12 潭陽 古城里 月城山 1호분 불명 불명 불명 불명 기존？ 불명

13 潭陽 聲月里 月田古墳 ×(횡혈식석실) △(須惠器系) ○(토기) ○(토기) 신출
5세기 말~6세기 전엽
(TK47~MT15형식기)

14 靈岩 泰澗里 자라봉古墳 ×(횡구식석실) ○ 도굴(불명) 도굴(불명) 신출 5세기 후엽(TK47형식기)

15 海南 龍頭里古墳 ○ ○ ○(도자기)
○(토기, 신라·

소가야)
신출 5세기 후엽(TK47형식기)

16 海南 方山里 長鼓峰古墳 ○(벽에 주칠) 도굴(불명) 도굴(불명) 도굴(불명) 신출 6세기 전엽(MT15형식기)

17 唐津 永波里古墳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표 4. 외계 횡혈식석실 출토 부장품 계통과 재지 세력과의 관계

번호 유적
왜계 

매장주체부
왜계 유물 백제계 유물 신라·가야계 유물 新規出 시기

1 長城 鈴泉里古墳 ○ 도굴(불명) 도굴(불명) ○(토기, 소가야) 신출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TK47~MT15형식기)

2 光州 雙岩洞古墳 ○ ○(거울) ○(토기) × 신출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TK47~MT15형식기)

3
羅州 伏岩里古墳群

3호분 ’96석실
○ ○(토기)

○(金銅飾履, 
金銀裝三葉文環頭刀19 등)

○(마구, 대가야20) 기존 5세기 후엽(TK47형식기)

4
羅州 伏岩里 丁村古墳

1호 석실
○

○(토기, 
비취곡옥, 
금송 관재)

○(金銅飾履, 금박유리
구슬 등)

○(마구,영남지역?) 기존 5세기 후엽(TK47형식기)

5
和順 千德里 

懷德古墳群 3호분21 ○(벽에 주칠) ○(토기？) ○(토기？) 불명 기존? 6세기 전엽(MT15형식기)

6 海南 月松里 造山古墳 ○ ○(거울) × ○(토기, 소가야) 신출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TK47~MT15형식기)

17 광주 요기동 조산고분은 현재 대나무 등으로 뒤덮여 있어서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전방후원형을 띠는지 의문이 들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18 裝飾釘·鐶座金具는 무령왕릉 등 백제 중앙의 무덤 목관에서 사용되었다(吉井 2010:215).

19 金銀裝三葉文環頭刀에 대해 金洛中(2006)은 백제산으로 보지만 金宇大(2017:228)는 대가야산으로 설명한다.

20 諫早(2016)의 논고를 참조하였다.

21 화순 천덕리 회덕고분군 3호분은 2016년 11월에 발굴되었기 때문에 보고서 미간 상태다.

이전 단계 왜인의 활동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호남지역 내륙에서의 왜인의 활동은 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 장소가 아니라 

역시 물자가 모이는 곳 즉 집적지(창고)와 같은 장소에서 

주로 왜인의 흔적이 관찰되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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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왜계 고분과 倉·市·道路網·河川의 관계(표 3·4와 대응).

N범  례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간선
   도로 또는 제1지선도로 통과 지역

  『林園經濟志』八域程里表에서 제2・
  제3지선도로 통과 지역

전방후원형 고분

 『林園經濟志』定期市(일부 제시)

조선시대 후기의 倉

왜계 매장주체부

5km0

신흥

장성

본량

나주

죽동

영암

월남

해남

관동

고창

영광

가덕

함평

무안

산월

광주

화순

능주

이양

이만

봉덕

장흥

성동    

강진

남리

담양

남평

우수영

무장
2

7

6

14

15

8

10

11

4

1

3

2

5

6

5

9

3

12

13

16

17

1

4

市

市

市

市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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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기에서 언급하는 倉<도 6>은 1861년 김정호가 작성한 『大東輿地圖』 에 표기된 창의 위치를 제시한 것이다. 후술할 관영의 조창과 구별하기 위해 작은   

 로 표시했다. 조창에 각지의 조세 등이 집적되기 전에 임시로 저장했던 지역의 창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3 조창은 각 지역의 조세와 공물을 집결시킨 후 漕運船에 적재하여 중앙(京倉)에 납부하기 전까지의 일련의 관용운송방식을 말한다(김다미 2017:3). 이 조

운제는 고려~조선시대에 운용됐다. <도 6>에 표시한 큰 은 조선시대의 조창을 표시한 것이다.

     창은 대체로 항만·하천·간선도로 등 교통편이 쉬운 곳에 있다. 창의 유무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형이 변하지 않은 한 삼국시대에도 물자를 모으

기 쉬운 장소였다고 생각한다.

24 한반도에서 고대 시장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 「國出鐵, 韓濊倭 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三國史記』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條 十二年(490年) 春三月 「初開京師市」 『三國史記』 新羅本紀 智證麻立干條 十年(509年) 春正月 「置京都東市」가 있다. 신라는 국가 경제의 일환으로 시

장 정책을 채택한 첫 국가라고 할 수 있다(李相玉 1994:62). 

 원삼국~삼국시대의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이나 토지 이용의 차이로 부족한 물자와 윤택한 물자를 물물 교환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상설 가게는 없

었고 도시나 교통의 요충지 근처에서 정기적으로 열렸으리라 생각한다. 

 <도 6>의 시장은 『林園經濟志』(1806~1842년, 徐有榘著)에 기록된 정기시를 표시한 것이다. 이 정기시의 분포 양상을 삼국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

란하지만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람과 물자가 집중될 수 있는 입지였을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제시한 시장은 왜계 무덤 등과의 관련성을 설명

하기 위해 극히 일부만 표시한 것이다. 간선도로나 지선도로가 통과하는 도시에는 그 규모에 따라 여러 곳이 있었다.

25 일제강점기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작성한 지도를 참고로 하면 바다에서 七巌里古墳의 측면을 바라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6 <표 3·4>의 ‘新規出’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고분과 시간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旣存？’로 표시했다. 전방후원형 고분과 주변 고분

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27  海南 龍頭里古墳에서는 신라와 소가야계 토기, 光州 明花洞古墳에서는 대가야계 토기가 출토됐다(洪潽植 2014).

3. 전방후원형 고분과 왜계 횡혈식석실

 (TK47~MT15형식기)

전체 17기의 전방후원형 고분은 미발굴 또는 부분 발

굴 상태이거나 도굴 당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매장주체부와 

부장품에는 왜뿐만 아니라 재지, 백제, 신라, 가야적 요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때문에 전방후원형 고분이나 왜

계 횡혈식석실의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표 3·4>.

현재까지의 호남 소재 전방후원형 고분의 특징이나 

공통점을 다음의 9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다 또는 하천과 가까운 장소에 입지(金洛中 

2009:146)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와 관련이 있다.

•17기 중 11기는 후대의 倉22(漕倉23)이나 定期市24

와 인접한다. 이 역시 사람과 물자가 모이기 쉬운 교통의 

요충지와 관련된다<도 6>.    

•고분은 해안 또는 하천과 가까운 장소에 있지

만 바다나 하천, 도로에서는 전방후원이라는 형태를 

인지할 수 없다. 즉 전방부나 원분 한쪽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전방부와 후원분가 연결된 전체 측면을 볼 수 없

다는 것이다25(辻 2006). 

•기본적으로 종래 수장묘가 조영되지 않던 지역에 

재지 기반을 가지지 않고 돌연 출현했다26(朴天秀 2011).

•高敞 七巖里의 3기, 光州 月桂洞의 2기를 제외하

면 단독으로 조영됐다(朴天秀 2002).

•조영 시기는 웅진기(TK47~MT15형식기)에 한정됐다.

•전방후원형 고분의 북쪽 한계는 고창 칠암리까지

이다. 고창에서 더 북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왜계 횡혈식석실은 北部 九州系를 바탕으로 재지

(혹은 백제) 또는 가야계의 요소가 융합된 것으로 대별된

다. 즉 北部 九州系 요소만으로 구축된 사례는 전혀 없다

고 말할 수 있다(下原 2015). 또한 北部 九州系 중에서도 

肥前·筑前·豊前地域 등지에서 그 계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朴天秀 2011; 下原 2015) 고분마다 개별적인 외래

요소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왜계 부장품(토기·무구·거울·비취곡옥·관 등)

과 백제계 부장품(도자기·금박 유리구슬·飾履·마구 등)

이 있으며 양자가 공반된 사례도 있다. 또한 다양한 매장

주체부와 함께 재지 토기와 가야·신라계 유물27도 있어서 

여러 나라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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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재지수장설’은 土生田(1996·2000), 申敬澈(2000), 小栗(2000), 田中(2000), 文安植(2000), 柳澤(2001), 李正鎬(2001), 和田

(2004), 辻(2006), 朴永勳(2008), 延敏洙(2011), 崔榮柱(2017)가 지지한다. 高田(2014·2017:262)도 기본적으로는 백제나 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재지수

장을 피장자로 보지만 그 수장층에는 백제·왜에 출자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9  ‘백제에 부속된 재지수장설’은 禹在柄(2004)과 洪性和(2009)가 제시했다.

30  河上(2000)과 杉山(2006)은 ‘왜인설’을 취하지만 세부적인 견해는 불명확하다.

31 표에 기재하지 않은 견해 중 福永(2007)은 6세기에 九州에서 한반도 서남부로 건너간 유력자층이 백제왕권의 산하에 들어가서 이 지역의 정치적 리더가 된 

인물을 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로 본다.

32 徐賢珠(2007)도 ‘마한(백제)인 귀향설’을 제시했다. 鄭載潤(2010)은 백제계 渡倭人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이 있었던 왜인도 포함됐다고 한다.

33 ‘독자적인 이주설’ 주창자로는 鈴木(2003·2012:237), 洪潽植(2005), 宋浣範(2011)이 있다.

34 ‘왜계 백제관료설’은 西谷(2002), 金奎運 외(2010), 李道學(2012) 등이 취하지만 西谷은 2014년의 저서에서 왜계 백제관료의 존재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하면

서 피장자를 재지 유력자로 상정하였다.

표 5. 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에 대한 견해

재지수장설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재지수장28

(사례1)백제·왜·가야와 균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영산강유역의 재지수장이 왜와 

교류하는 가운데 전방후원형 고분을 조영(岡內 1996).

(사례2)백제에 의한 반남세력 와해로 인해 재지수장들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고되면서 외곽 

재지수장들이 왜 세력들과 더 활발하게 대외교섭을 추진한 결과(朴淳發 2000).

(사례3)백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九州地域 전방후원분을 

묘제로 채택. 토착세력들이 당시의 사회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崔盛洛 2004).

(사례4)영산강유역 세력들이 왜와의 교류에 따른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본열도 내 특정 

집단과의 상호 연계의 강력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방후원형 고분을 도입(金洛中 

2009:158).

백제에 복속된 재지수장29
백제의 지배하에 있는 가운데 왜와의 교역에 종사하였던 중간자인 영산강유역의 수장이 

우월성과 집단 내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지역의 분구묘의 전통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방후원분을 묘제로 도입(申大坤 2001).

마한인설

왜로부터의
이주설31

마한(백제)인 귀향설32 백제 영역확장 과정에서 北九州地域으로 이주한 마한세력들이 다시 영산강유역으로 망명하여 

조영(林永珍 1996·2005).

왜인설30

임나일본부 지지설 임나사현을 영산강유역에 비정하여 전방후원형 고분을 임나일본부와 관련하여 해석(小林 2004).

왜인 이주설33

(사례1)일본열도 내외의 정치적·경제적 변혁에 따라 北九州 제세력이 영산강유역에 대거 

이주하는 가운데 재지 세력의 도움으로 전방후원형 고분을 조영(東 2006:294-298).

(사례2)남부지역에 정주한 九州 각지의 왜인 집단들이 정주지의 재지 수장층 또는 중앙의 지원 

하에 선진물품 및 정보·기술을 열도에 공급(洪潽植 2006). 

왜계 백제관료 선대설
왜계 백제관료가 활약하는 시기가 6세기 전반이기 때문에 1세대 전에 일본에서 이주한 선인의 

무덤(李永植 2007).

왜인 장군설 ‘海路要害之地’에 배치된 왜 장군들의 무덤(鈴木 2008).

왜계 백제관료설34

(사례1)4세기 후반 이래 영산강유역이 백제에 부속된 것으로 상정하고 영산강유역 토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백제왕권에 의해 각지로 파견된 왜계 백제관료로 파악(朱甫暾 2000).

(사례2)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는 웅진기에 왜국으로부터 이주하여 백제왕의 신하로서 백제 

영산강유역에 대한 영유화정책에 수반하여 현지에 파견된 왜국 유력자 즉 왜계 백제관료로 

상정(山尾 2002).

(사례3)토착세력에 대한 견제와 대외 외교 및 대가야 공략을 위해 백제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이 

지역에 파견된 왜계 백제관료로 상정(朴天秀 20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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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표 5>에 구분할 수 없는 견해로 吳東墠(2017)은 北九州地域의 왜인 망명, 토착 세력의 자발적인 수용, 영산강유역 세력에 대한 백제의 회유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영산강유역 고분의 조영 기술과 분구 형태를 바탕으로 전방후원형 고분을 고찰한 韓玉珉(2016)은 전방후원형 고분이 출

현한 지역마다 다른 해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전방후원

형 고분의 피장자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서술하겠다. 피

장자의 출자 논의는 크게 재지수장설과 왜인설로 양분

된다<표 5>35. 그 중에서도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재지

수장설을 더 많은 연구자가 지지한다. 또 왜계 백제관료

설도 주목 받는 견해이다. 지면의 제한 상 각 견해에 대

해 자세하게 검토할 수는 없지만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재지수장설의 지지자들은 일부 수장들이 왜 일본의 묘

제인 전방후원분을 수용하였는지에 대해 더 충실히 설

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면 왜계 매장주체부 또는 부장품만으로도 충

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전방후원형 고분이 왜계 백제관료의 무덤이었다고 

한다면 왜 모두가 호남지역에만 매장됐던 것일까. 어째서 

백제의 수도 공주 또는 그 근처에 묻히지 않았던 것일

까. 왜 출신의 백제 관료로서 영산강유역에서 활동하다 

사망했다면 과연 왜의 무덤을 조영하는 일을 백제 중앙

이 쉽게 납득하고 허락했을까. 재지 세력에 대한 견제나 

영역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면 백제계의 무덤을 만들

었어야 마땅하다. 전방후원형 고분의 축조는 백제의 입

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더구나 백제가 왜인

을 관료로 고용하고 이 지역에서 활동시켰던 이유를 찾

을 수 없다. 영산강유역(마한) 출신자를 백제 관료로 고

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방후원형 고분은 대부분 주변의 재지수장 계열

과는 관계없이 돌연 출현하였고 입지와 방향, 분구 형태, 

석실 유형, 부장품 선택 등에서 의도성이 짙기 때문에 

일본에서 도래한 왜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성격과 목적을 가진 왜인이었을까. 전방

후원형 고분 피장자의 정체성을 해석하기 위해 世宗 羅

城里遺蹟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세종 나성리유적의 무덤

4세기 말~5세기대의 나성리유적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의 금강변 하안단구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서는 

신라·가야산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주변 고분에서

는 가야 양식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토기가 수습되었다. 

금강을 통한 나성리유적과 영남지역과의 교류를 추정해 

볼 수 있다(土田 2017:180-188). 유적은 도로망, 도랑으

로 구획된 건물지, 굴립주 건물지, 수혈식 주거지 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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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간, 가마터 등의 생산 시설, 제사 공간, 묘역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성기의 여느 지방 취락과는 전혀 다른 형

태, 즉 도시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성리는 백제 중앙

과의 교류 및 타 지역과의 교역으로 급성장한 물류의 거

점 도시로 이해된다(李弘鍾 외 2014·2015:205-207).

나성리유적과 관련된 유적으로 송원리고분군을 들 

수 있다<도 7>. 송원리고분군은 토광묘, 석곽묘, 횡혈식

석실묘로 구성36되었고 나성리에서 서쪽으로 약 500ｍ

~1kｍ 떨어진 산지에 위치한다. 송원리고분군은 출토품

의 유사성, 입지, 거리 등으로 보아 나성리 취락 집단의 

묘역이라고 판단된다(李弘鍾 외 2015:208).

흥미롭게도 나성리 취락 집단의 묘역(송원리고분

군)에 묻힐 수 없었던 외부인의 무덤 5기가 취락 중심

지의 약 100m 남쪽 단독 低丘陵 위에 남아 있다<도 

7-1>. 5기 중 등고선과 직교한 2기의 피장자는 부장품

으로 보아 분명히 백제·마한 출신이 아닌 외부인이었을 

것이다. 이 2기는 묘광을 굴착하고 바닥을 정지한 후에 

목관을 설치하는 백제의 일반적 목관묘와는 다른 양상

이다. 오히려 영남지역 등에서 확인되는 위석목곽묘나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점이 많다37(李弘鍾 외 2015:161).

또 이 2기 중 1기(KM-004 목관묘)에서는 4세기 말

~5세기 무렵의 영남지역 장경호<도 7-3>, 영남지역산으로 

추정되는 금동 구슬 목걸이<도 7-6>, 신라 또는 왜에서 

반입된 것으로 생각되는 龍文透彫帶金具38<도 7-7>, 일본

산 삼나무로 만들어진 왜제 칼집, 나성리 인근에서 자라

지 않은 朱木類의 목관재, 백제의 금동식리39 등이 출토되

었기 때문에 아마도 피장자는 재지인이 아닌 외부인이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40(李弘鍾 외 2015:168). 목관묘에서 

금동식리가 수습되었지만 한쪽 밖에 없었고41 이 목관묘

의 뒤를 이은 무덤과 위신재가 주변에서 확인되지 않았

다. 피장자는 나성리에 집적된 물자를 유통42시키는 일에 

종사한 외부인(영남지역)이 아니었을까43. 

이 목관묘의 피장자는 주로 나성리의 물류 거점 

지역과 영남지역을 왕래했던 영남지역 측의 교역자였으

며 백제 중앙과도 거래했을 것이다. 백제에서도 인정받

은 영향력은 금동 식리의 하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나성

리유적의 무덤이 영남지역의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축조 노동의 대부분은 현지인들이 맡았기 때문이리라 

여겨진다.

36 재지 집단 안의 계층차가 무덤군의 위계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李弘鍾 외 2015:208).

37 KM-004 목관묘는 횡가목을 설치하기 위해 장변 쪽으로 횡목의 두께와 같은 너비로 재굴착했다.

 다음으로 이것을 설치하고 점토를 10㎝ 정도 편평하게 깔았다. 그 위로 목관의 바닥판 두 매를 깔고 장벽면 근처에 측판을 세운 후 단판을 결구하여 목관을 완

성하였다. 시신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한 후 상부를 목판으로 覆蓋하였다. 목판을 복개한 다음에는 다시 그 상부로 할석을 40㎝ 정도의 두께로 빼곡하게 채

우고 묘광의 상부까지 꼼꼼하게 점토로 메웠다<도 7-2>.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토양을 묘광 상부까지 충진 한 후 그 위로 봉분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8 백제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용문 투조 대금구다. 이와 유사한 제품이 신라와 일본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李弘鍾 외 2015:162-163). 하지만 이 대

금구를  백제산으로 보는 의견(李漢祥 2017)도 있기 때문에 그 원산지 문제는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39 보고자(李弘鍾 외 2015:166)는 식리 한쪽의 내측판과 바닥판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미완성품을 부장한 것으로 보았다. 식리가 

한쪽 밖에 없었다고 해도 미완성품을 부장했다고 보는 견해는 다소 단순한 해석이라는 인상을 준다. 본고에서는 보고서와 다르게 완성품의 식리 한쪽이 원래 

피장자의 무릎 부근에 놓였다고 가정한다.

40 백제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용문 투조 대금구다. 이와 유사한 제품이 신라와 일본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李弘鍾 외 2015:162-163). 하지만 이 대

금구를  백제산으로 보는 의견(李漢祥 2017)도 있기 때문에 그 원산지 문제는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41 보고자(李弘鍾 외 2015:166)는 사여품 분여가 이루어진 결과 완성품 식리 중 한쪽만 부장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42 미호천의 진천, 청원, 청주지역과 금강 상류의 금산지역 등에서 운반된 물자는 미호천과 금강의 합류 지점에 조성된 연기 나성리유적에 일차적으로 집적되었

다고 생각된다.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물류거점이었던 셈이다.

43 피장자는 나성리에 체류하면서 영남 혹은 일본지역에 물자를 중계하는 역할을 맡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나성리유적, 송원리고분군, 청주지역에서 출토된 가야

(계)토기, 왜계 무구, 須惠器(系)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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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北九州地域에서는 4세기 전엽~5세기 후엽까지의 마한계 연질토기가 출토되지만(土田 2011) 近畿地方 출토 마한계 토기에 비하면 매우 적기 때문에 北九

州에 대한 마한계 도래인의 이주는 소규모였으리라 본다.

45 호남 曾島, 完島, 珍島, 達里島, 道里浦, 安佐島, 전북의 飛雁島, 十二東波島, 夜味島, 충남 태안반도에서 총 11척의 고려시대의 침몰선이 발견되었다(李哲漢 

2009:19).

나성리유적 목관묘와 호남지역 전방후원형 고분의 

공통점은 ①외래 묘제로서 ②백제의 직접적 지배가 이루

어지지 않은 ③교통의 요충지와 관련된 곳에 ④현지인(재

지 세력)의 협력을 받아 ⑤재지 묘역과 떨어져 조영됐으

며 ⑥복수의 원산지를 가진 기물이 부장되었다는 것 등

이다. 아래에서는 나성리유적 목관묘 피장자의 이러한 정

체성에 주목하여 호남지역 전방후원형 고분의 성립 배경

과 그 피장자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2) 교역자 집단의 활동

여기에서 말하는 교역자란 공동체의 유력자에게 종

사하며 유력자의 필요에 따라 물자를 조달하거나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 대가로 직위나 신분 그리고 경제적 특

권을 보장 받은 인물을 말한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횡혈식석실의 특징으로 보아 

九州地域에 있었다. 당시 일본은 철 소재 획득을 한반도

에 의존했기 때문에 왜 교역자의 지상 과제는 철을 확보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5세기 초 철 교역처였던 금관가야

가 몰락함에 따라 왜의 제국은 새로운 무역 상태로 마한

의 제국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특히 古墳時代 중기(5세

기대)에는 무구·마구 등의 철제품이 대형 전방후원분에 

부장되기 시작했다. 또 5세기 후반 폭발적으로 조영된 群

集墳에도 철제품이 부장되었는데 동시기 전방후원분의 

부장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奈良縣立橿原考古學硏

究所附屬博物館 1997:70). 대형 고분을 조영할 수 없었

던 非支配階層의 일부가 작게나마 조영한 고분들이 군집

분이라면(白石 2007) 일본 안에서 철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한 시기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6세기 중~후엽 백제에 병합되

기 전까지 크고 작은 정치체가 해당 지역을 다스렸다. 대

화의 창구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곳이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北九州 제 세

력은 항해기술이나 교섭에 능한 자를 발탁하고 그 대가로 

직위와 같은 여러 특권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은 왜인이었겠지만 그들 중 일부는 조상의 

출신지가 한반도였을 수 있다. 즉 말이나 풍습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在倭 2~4세44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귀속의식은 대체로 北九州에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재지 세력과의 마찰을 피

할 수 있으면서도 물자 조달에 용이한 교통 요충지에 진

출했다. 물론 나주 복암리고분군 ’96석실 등의 왜계 매장

주체부로부터도 알 수 있다시피 필요하다면 재지 세력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호혜적 물품을 교환하는 등의 밀접

한 관계를 구축하였을 것이다.

고창 칠암리고분, 함평 장년리 장고산고분, 해남 방

산리 장고산고분 등 바다와 인접한 전방후원형 고분을 

축조한 北九州 제 세력은 원활하게 물자를 조달 및 수송

하기 위해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긴 항해에는 높은 

습도, 거센 파도, 강풍, 비 등의 불편과 위험이 뒤따른다. 

아울러 서·남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자랑하며 복잡한 해안선과 섬 사이에는 급류와 위험한 

해역45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항지가 필요하다.

그러한 기항지 후보군 중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고창 

칠암리고분을 한 사례로 들어 본다. 전방후원형 고분은 

왜 고창 칠암리 보다 북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첫째 기존의 재지 세력이 없었다는 점, 둘

째 기존 세력의 부재로 백제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다

는 점, 셋째 백제 도읍(웅진) 또는 중국으로 향하는 항해 

루트 상 부안 죽막동에서 제사를 지내기 직전의 기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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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합했다는 점이다. 부안 죽막동을 지나 북상하면 군산

시와 태안군 앞바다가 펼쳐진다. 이 해역에서는 지금도 고

려시대의 침몰선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당시에 항해하기 

위험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창 칠암리 일원은 더 

험난한 해로로 출항하는 마지막 기항지(비교적 안전한 체

류 장소)였을 것이다. 칠암리 주변에서는 이 시기에 해당하

는 취락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후원형 고분 

외에 이 지역 왜인의 흔적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칠암리의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高敞 紫龍里遺蹟

의 재지계 무덤에서 수점의 須惠器(系)가 출토된 바 있다. 

호남지역 단일 유적 중에서는 가장 많은 3기의 전방후원

형 고분이 축조된 점으로 미루어 이 지역이 중요 기항지이

자 왜 교역자의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들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산출된 철 등의 물자나 

정보를 北九州에 보내거나 가야, 백제, 호남 여러 세력과 

北九州 세력을 연결하는 교역자·매개자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전방후원형 고분에는 왜의 묘제를 기반으로 여

러 방면에서 입수 또는 하사 받은 물품들이 부장되었다

고 해석한다. 물자를 조달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일본의 사료에는 배, 무구, 말, 곡물, 실, 포 등

을 한반도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46(田中 2016:56). 한

편 扶餘 雙北里 280-5遺蹟에서 출토된 「外椋卩(部)鐵

代錦十兩」 목간은 백제에서 철과 錦이 관례적으로 교환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혹시 왜인이 철을 구입하기 위

해 대가로 지불한 품목은 錦과 같은 직물이 아니었을까. 

호남지역 각 세력의 대왜 교역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까닭은 입수한 물자의 상당 부분이 보존하기 어

려운 유기물이었던 때문이라고 추정해 본다. 

전방후원형 고분이 조영되던 기간인 5세기 후엽에

서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왜계 토기는 수량이 적은데

다 산발적이다. 왜인은 소수였기 때문에 전방후원형 고

분을 구축하거나 원통형토기(埴輪)를 제작하려면 재지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왜의 전방후원분

과 똑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었다. 호남지역의 전방후원

분을 전방후원형 고분으로 부르는 이유다. 재지의 협력

이 가능했던 것은 나성리유적의 사례와 같이 호남의 상

당 지역이 위신재를 매개로 한 백제의 간접지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호남지역 제 세력은 왜인

과 개방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4. 왜계 고고자료의 종언(TK10∼TK217형식기)

6세기 중엽 무렵에는 왜계 고분 조영이 중단되었고 

왜계 물질 자료도 나주 복암리고분군 출토품을 제외하

면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6세기 중엽에서 후엽의 

과도기에 왜인 교역자가 철수하거나 관련 거점이 폐지되

었을 공산이 크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유력한 첫 번째 가정은 본격화 된 백제의 직

접지배이다. 나주 복암리 3호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

적으로 옹관이 매장되며 어느 정도 재지적인 요소가 잔

존했다는 대목은 분명하다. 하지만 같은 고분 내 횡혈식

석실의 변천이 백제 중앙의 양식과 궤를 같이 했다는 사

실은 지역 사회의 백제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의미

한다(金洛中 2009:235). 즉 백제의 직접지배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라고 여겨진다. 

두 번째는 6세기 전반 일본에서 제철로가 개발된 

점이다. 물론 당시 일본열도에서 소비되는 철의 양을 모

두 감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7세기 후반까지도 舶載

鐵 의존도가 높았다(村上 2017). 아무튼 6세기 전반경은 

철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 기댈 필요가 조금씩이나마 

경감되기 시작했던 무렵이다. 

세 번째로는 527~528년47에 일어난 磐井의 亂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방후원형 고분 피장자의 배후

46 『三國史記』 백제본기 아신왕 十一年(402년) 「遣使倭國 求大珠」, 전지왕 五年(409년) 「倭國遣使 送夜明珠」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왜는 옥이나 진주도 보냈다.

47 난이 발발한 시기에 대해서 530년으로 보는 견해(山尾 1999:202)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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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 밖에도 靈光 月山里 月桂 1호분(전방후원형 고분)과 2호분(원분), 潭陽 古城里 月城山 1호분(전방후원형 고분)과 2·3호분(원분), 光州 月桂洞 1·2호분

(전방후원형 고분)과 光州 雙岩洞古墳群(원분), 海南 方山里 長鼓峰古墳(전방후원형 고분)과 海南 龍日里 龍雲古墳群(원분)을 들 수 있다.

49 이 土師器片은 일본산이 아니라 낙동강 하구 일대에서 만든 하지키계 토기일 가능성도 크다. 필자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일단 본고에서는 왜와의 직접적 

관계를 상정하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에 있었던 세력과 관련지어 해석하고자 한다. 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가 北九州 제 세력에 종사하며 보낸 물자나 

정보 중 일부는 다시 近畿의 倭王權에 진상되었다. 왜왕

권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도 물론 있었겠지만 北九州 제 

세력이 너무 큰 부담을 강요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다. 北九州 제세력은 한편으로 백

제·마한 제국·신라·대가야 등과의 독자적인 교섭 루트를 

가졌고 또 서일본 각지의 세력과도 협력하였다. 권위의 절

대화와 지방 세력에 대한 직접지배를 노리는 繼體王權

에 磐井을 중심으로 한 北九州 제 세력의 지나친 자율

성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대외 교섭

권의 일원화는 왕권 강화책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다

(柳澤 2014:84). 繼體王權은 磐井 토벌군을 보내 백제-호

남지역 제 세력-九州 제 세력-왜왕권이라는 多角的 대외 

관계를 와해시키고 백제-왜왕권의 雙方構圖로 재편하였

다(朴淳發 2000). 왜 왕권이 대외 교섭권을 장악한 것이

다. 이로 인해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北九州 출신 교역

자들은 철수했고, 결과적으로 왜인의 활동과 관련된 물

질 자료의 매장 사례도 급감하게 되었다. 

왜 왕권이 대외 교섭권을 장악한 다음인 6세기 중엽

~후엽(TK10~TK209형식기)에 나주 복암리고분군에 왜의 

장식대도가 부장되었다. 복암리 출토 왜계 위신재에 대해 

金洛中(2009:238·240)은 복암리 집단이 백제에 정치적

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地方行政組織化된 후에도 백제-

영산강유역-왜로 이어지는 국제 교역망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계속 담당한 결과라고 본다. 백제에 편입된 지역

이라 해도 6세기 후엽의 일부 지역은 왜 왕권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자립적 의사결정권을 유지했던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중개자적 성격을 백제의 입

장에서는 왜와의 내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7세기 전엽 복암리 3호분의 조영이 끝났다. 더 이상 

백제 영역 내에서 자치적 성격을 유지한 특수 지역이 아

니라 일반 행정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일반 지역이 되었

음을 의미한다(金洛中 2009:241). 7세기 전후에 율령국

가로 이행하여 호남지역까지도 백제의 중앙집권화가 미

친 결과일 것이다.

Ⅴ. 전방후원형 고분과
 주변 고분의 관계

다음으로 전방후원형 고분과 주변 고분의 입지 관계, 

출토품, 축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양쪽 피장자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시간적으로 인접하거

나 선후 관계라고 추정되는 전방후원형 고분과 주변 고분 

가운데48 咸平 長年里 長鼓山古墳(전방후원형 고분)과 咸

平 金山里 方臺形古墳(방대형분), 咸平 馬山里 杓山 1호분

(전방후원형 고분)과 咸平 馬山里 杓山古墳群(원분)·咸

平 磻岩古墳群(분구묘), 咸平 禮德里 新德 1호분(전방

후원형 고분)과 2호분(원분)에 대해 검토하겠다.

1. 咸平 長年里 長鼓山古墳(전방후원형 고분)과

 咸平 金山里 方臺形古墳(방대형분)

咸平 昭明遺蹟<도 8-1>과 咸平 中良遺蹟<도 8-2>

은 4~5세기 무렵의 취락이다. 함평 장년리 장고산고분 

<도 8-3> 및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도 8-4>보다 다소 선

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명유적 17호 주거지에서는 4세

기 말의 土師器片49이 출토되어 이 지역에 전방후원형 고분

이 출현하기 약 100년 전 일시적이지만 왜인의 활동이 있

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소명유적 29호 주거지에서는 철

정 30여점이, 중랑유적 94호 주거지에서는 묶음 상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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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철정이 출토됐다.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도 8-4a>에서는 분구 표면

과 주구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매장주체부나 

분구 축조기법에 대한 본격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지적 요소로는 분구 형태와 분정부를 덮은 즙석시설로 

추정되는 와형토기를 들 수 있다(文安植 외 2015:138). 

한편 주구 트렌치에서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최초로 왜 

특유의 鷄形<도 8-4b>·馬形<도 8-4c>·人物埴輪片이 

출토됐다.

금산리 방대형고분의 鷄形埴輪은 원산지인 일본의 鷄

形埴輪을 모방하여 현지 공인이 고분 근처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다. 한편 같은 고분에서 출토된 馬形埴輪은 목리흔

(하께메)·소성·태토 등이 일본산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일본

의 제작기법 그대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井上 

외 2018). 이러한 形象埴輪은 TK23~TK47형식기로 추정되

는데, 분정부 트렌치에서 수습된 중국 도자기편<도 8-4d>

의 제작 시기인 5세기 후엽과 부합된다(土田 2017:66). 피장

자는 왜·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재지 수장일 것이다. 

금산리 방대형고분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노

적유적의 2호 주거지 부뚜막에서 출토된 圓筒埴輪系 중 1

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반입된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坂 2015). 또 須惠器系 배신을 바탕으로 전방후원형 

고분을 포함한 이 지역 일대가 교역자, 공인 등 여러 계층

(직업)의 왜인이 체류하던 곳임을 가정할 수 있다. 

아직 미발굴 상태인 장년리 장고산고분과 금산리 

방대형고분의 전후관계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시기

차가 별로 없었을 공산이 크다. 장년리 장고산고분·금

산리 방대형고분·노적유적은 거의 동시기에 공존했다고 

생각한다.

2. 咸平 馬山里 杓山 1호분(전방후원형 고분)과

 咸平 馬山里 杓山古墳群(원분)·咸平 磻岩古墳群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은 원분 20여기로 구성된 

미발굴 상태의 유적이다. 원분들은 전방후원형 고분을 중

심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방후원형 고분 축조

를 계기로 조영되기 시작했다고 파악한다(朴天秀 2011). 아

마도 전방후원형 고분 피장자의 혈연자나 관련자 집단의 묘

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도 9>.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

진 위치에 함평 반암고분군이 있다. 분구묘 9기의 매장주

체부는 토광묘와 옹관묘로 구성되었다. 옹관 편년안(吳東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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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과 주변유적과의 관계.

50 만가촌고분군에서는 철정, 철부, 철겸이 출토됐다.

墠 2008:83-84)을 토대로 하면 이 고분군이 축조된 시기

는 5세기 후반~6세기 초이기 때문에 6세기 전엽의 함평 

마산리 표산 1호분 조영 시기와 매우 가깝다. 전방후원형 

고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전통적 고분군을 만든 또 다른

(재지) 집단이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반암고분군이 조영되기 전인 4세

기 무렵에 굴착된 환호의 바닥에서 16매의 철정이 묶음 

상태로 출토된 점이다. 이 학교천 중하류 일대의 재지 세

력은 교역 활동으로 철 소재를 입수했다고 생각된다. 전

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도 재지 세력의 배경을 활용했

을 가능성이 크다. 함평 반암유적(주거지 27기·환호)→

반암고분군→(=)마산리 표산 1호분→ 마산리 표산고분

군(원분)으로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咸平 禮德里 新德 1호분(전방후원형 고분)과

 2호분(원분)

함평 신덕리 신덕 1호분(전방후원형 고분)은 남동쪽 

약 500m 지점으로 禮德里 萬家村古墳群50과 인접해 있

다. 하지만 萬家村古墳群의 축조 시기가 3~4세기 무렵이

기 때문에 신덕 1호분과는 연속성이 없다<도 10>. 이 전

방후원형 고분은 5세기경 수장층 계보가 단절된 지역에 

돌연 출현했다(朴天秀 2011). 

신덕 2호분(원분)은 1호분 전방부 바로 앞 주구에 

접했으며 그 입지, 분구의 규모, 능산리식 횡혈식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점 등을 보아 전방후원형 고분인 1

호분을 이은 2세대의 수장묘로 판단된다(朴天秀 2011). 

그러나 이 지역의 수장 묘역은 신덕고분에서 서쪽으로 

약 1km 거리에 위치한 月溪里 石溪古墳群으로 이동하

기 때문에 3세대까지 이어지지 않고 6세기 중엽 이후 

단절된 것으로 생각한다.

Ⅵ. 맺 음 말

호남지역 왜계 고고자료의 연대는 기원전까지도 거슬

러 올라가지만 4세기 이전에는 산발적이고 미미한 개수였

다. 그러나 5세기 전엽부터 증가 및 광범위한 분포를 보여

주며(藤田 2016:57) 7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약 200년에 걸쳐서 쓰이고 매장된 호남지역의 왜계 

고고자료는 5세기 초 금관가야의 몰락으로 인해 왜 제국의 

교섭 노력이 호남지역을 향한 것과 관련이 있다. 주로 (지

하)자원이나 물자 확보를 목표로 한 왜인의 활동 흔적·의

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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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계 고고자료는 4세기 말~5세기 전엽의 왜계 무구

와 왜계 매장주체부, 5세기 중엽~후엽의 須惠器(系), 5세기 

말~6세기 전엽의 전방후원형 고분과 왜계 횡혈식석실, 6세

기 중엽~7세기 초의 왜계 무구·석침이 중심을 이루며 시기

마다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4세기 말~5세기 전엽의 

왜계 고고자료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집중된 백제와 왜의 

왕래 기사를 근거로 외교 사절단을 수행한 무인과의 관련

성을 상정했다. 5세기 중엽~후엽에는 須惠器(系)가 호남 내

륙부로 확산되었다. 물자의 집적에 유리한 지역에서 출토되

는 경향이 보인다.

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를 北九州 제세력에 속한 

왜인을 중심으로 한 교역자 집단으로 해석했다. 전방후원형 

고분은 기본적으로 기존 수장묘가 조영되지 않던 지역에서 

특별한 세력 기반 없이 돌연 출현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

러나 재지인들의 협조 없이 전방후원형 고분을 축조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세부적인 구축 기술 차이에서도 

알 수 있다. 또 일부 전방후원형 고분은 재지 수장묘와 동

시기 아니면 직후에 조영되었기 때문에 재지 집단과의 밀접

한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왜계 고고자료 중 5세기 전엽의 갑주와 6세기 전엽의 

廣帶二山式冠이나 꼰환두대도로부터는 왜 왕권의 영향도 

다소 엿볼 수 있지만 6세기 전엽까지 九州의 제 세력이 주

체였다. 왜 왕권이 항상 안정된 힘을 유지했던 것은 아니다

(和田 2004). 그러나 527~528년 ‘磐井의 난’ 후 왜 왕권이 

대외교섭권을 완전히 장악했을 가능성은 영산강유역의 중

심 집단이었던 나주 복암리고분군 출토 장식대도로 알 수 

있다. 6세기 중엽 이후 왜 왕권은 전국에 직할지 또는 정치

적·군사적 거점(館野 2004) 등으로 평가되는 屯倉을 설치

하고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다. 

호남지역에서는 백제계, 가야계, 신라계, 왜계 고고자

료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토기도 제작되었다. 그리

고 5세기 중엽경에는 이른바 영산강양식 토기가 만들어지

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도 유독 특별한 고분 전

통이 형성된 곳이다. 각 세력의 여러 문화 요소들을 받아들

이는 개방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사회였다고 생각된다. 6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銀製冠飾이 상징하듯 백제의 관등체제에 

포함되었으며 규모와 구조에 규제를 두는 백제식 석실분을 

세우는 단계에 이르렀다(金洛中 2009:249). 하지만 왜의 장

식대도나 석침으로 알 수 있듯 일부 세력은 왜 왕권과의 관

계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자립적 의사결정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7세기 무렵에는 백제가 율령국가로 이

행함에 따라 호남지역까지도 백제의 중앙집권적 통치에 편

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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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ics of  Wae Lineage and the Keyhole-Shaped 
Mounds in the Honam Area  

From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up to the present, the researchers of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in Korea and Japan have paid much attention to the Honam area. Recently the ruins and relics of Wae 

lineage are often discovered at archaeological excavation sites in this region. In particular, at least 17 keyhole-

shaped mounds were confirmed. The fact that three mounds were built on one site was newly revealed. Haniwa, 

a representative earthenware object of the Kofun period in Japan, was discovered as well. Therefore, the study 

of a historical meaning of archaeological materials about Wae lineage in the Honam area thus far must be re-

examined. The ruins and relics of Wae lineage in the Honam area have been studied by selecting only specific 

cases. I identified all the ruins and relics of Wae lineage in the Honam area and analyzed the process of their 

chang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Wae and Mahan, and the purpose of their negotiation 

based on archaeological characteristics, changing processes, and historical records on a quarterly basis.

The ruins and relics of Wae lineage have increased and widely spread since the early period of the 5th 

century in the Honam area. This tendency continued until the late period of the 6th century. Weapons of Wae 

lineage were introduced and tombs in the style of Wae were built from the late 4th century to the early period 

of the 5th century (TG232~TK216 period). Sueki was introduced from the middle to late period of the 5th 

century (TK208~TK23 period). Keyhole-shaped mounds and tombs in the style of Wae were built from the 

late period of the 5th century to the early period of the 6th century (TK47~MT15 period). Japanese weapons 

were introduced from the middle to late period of the 6th century (TK10~TK209 period). In other words, the 

archaeological appearance is different in each quarterly period. There was an intensiv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Baekje and Wae in the TG232~TK216 period. The military might be included in a mission of Wae. 

The materials of Wae lineage of this period are likely to be related to this. Sueki spread to the inland part of 

the Honam area in the TK208~TK23 period. This Sueki tends to be excavated on advantageous sites for the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of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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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characters of the keyhole-shaped mounds are presumed to be a group of traders which were under 

the control of a certain influence in the north of Kyushu. The keyhole-shaped mounds were abruptly built at 

some distance from mounds of the leaders in the Honam area. Additionally, there was no special influence 

base to which the characters of the keyhole-shaped mounds belonged in the surroundings. However, it might 

have been impossible for the group of traders to build the keyhole-shaped mounds without the support from 

the residents at all because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building technology of the keyhole-shaped mounds 

between Japan and the Honam area. The time of building some keyhole-shaped mounds is the same or almost 

the same with that of the mounds built for the regional leaders. This prove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sidents as well.

What do the archaeological materials of Wae lineage which have been used and buried mean over 200 

years in the Honam area? Geumgwan Gaya, which had exported iron resources to Japan, perished in the early 

period of the 5th century. Instead of Gaya, the Honam area migh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to supply the 

necessary resources to Japan. We assume that the Japanese (Wae) actively worked to acquire various resources 

focusing on the underground resources in the Honam area.

Keywords  Honam, Mahan, Baekje, Wae(Japan), Archaeologi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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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における倭系資料と前方後円形古墳

土田 純子

滋賀県立大学人間文化学部非常勤講師

Corresponding Author : junkochan@hanmail.net

全羅道は、 戦前から現在に至るまで日韓考古学・古代史研究者の間で大きな関心の的となっている地域である。 倭系考

古資料は近年の調査によって量・質ともに急増しており、 過去の研究・見解を見直す必要性に迫られている。 特に前方後円

形古墳が13基(2011年)から17基に増えると同時に1か所に3基が造営された新事実が判明し、 日本の古墳時代を特徴づける

形象埴輪の存在も2015年の報告書で明らかとなった。

全羅道における倭系考古資料に関する既往研究は、特定の資料や特定の遺跡・遺構出土品によるところが多い。 本稿で

は全羅道における全ての倭系考古資料を対象に数量・考古資料の種類・出土位置を把握した後、その変遷を辿った。 時期ご

との特徴や変化から倭と馬韓諸国の関係・意図・動向を文献などと絡めて検討した。

全羅道出土倭系考古資料は5世紀前葉から急増・広範囲に分布し、 7世紀初まで続くことになる。 4世紀末～5世紀前葉

(TG232～TK216型式期)の倭系武装具と倭系埋葬施設、 5世紀中葉～後葉(TK208～TK23型式期)の須恵器(系)、 5世紀末～6
世紀前葉(TK47～MT15型式期)の前方後円形古墳と倭系横穴式石室、 6世紀中葉～7世紀初(TK10～TK217型式期)の倭系武

装具・石枕が中心をなし、 時期ごとに異なる様相を見せている。

4世紀末～5世紀前葉の倭系考古資料は、 この時期に集中した百済と倭の往来記事を参考に、 外交使節に随行する武人

との関りを想定した。 5世紀中葉～後葉は須恵器(系)が全羅道内陸部へ広がり、 物資の集積に適した地域からの出土が傾向

として見られたことを確認した。

前方後円形古墳の被葬者については、 北九州諸勢力に属した倭人を中心とした交易者集団と解釈した。 前方後円形古

墳は基本的にそれまで首長墓が造営されていない地域に突如として出現するが、 造営には在地人の協力なしでは実現でき

なかったことが、 両国における細部の造営の差からもわかる。 また一部の前方後円形古墳は在地墓と同時期もしくはその

すぐ後に出現することから、 在地集団との密接な関係を想定した。

5世紀初の金官加耶没落により、 倭諸国の交渉先が全羅道地域に向かった。 この背景には当時倭国内で入手困難であっ

た主に(地下)資源や物資の確保が切実であったためである。 約200年間にわたり出土する全羅道の倭系考古資料は、  倭人

の多様な交渉結果によるものと理解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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