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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주·부여에서 확인된 횡혈묘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반도에서 횡혈묘의 등장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왜와 백제 왕권이 주축을 이루는 교류에 북부 규슈(九州)· 

영산강 유역 세력이 일정한 역할을 하며 세력을 유지하던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공주·부여 지역 횡혈묘의 피장자는 북

부 규슈 중에서도 특히 부젠(豊前) 지역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공주·부여 지역의 횡혈묘는 이러한 왜인들의 정착을 의미한다. 웅진 외곽의 단지리 유적처럼 집단적 거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금강과 육로를 통해 웅진과 부여를 잇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현지 집단에 소규모로 섞여 배치되기도 

하였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영산강 유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왜인들과도 교류하였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

고분과는 달리 횡혈묘가 사비기까지 조성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것은 두 묘제의 의미가 달랐음을 시사한다.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은 정치적인 기념물로 사용된 현지 세력의 고분이지만 횡혈묘는 왜인들의 백제 정착을 보여주는 

무덤이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중하위 계층으로 백제와 왜의 정치적·경제적 교섭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며 상주하다 아

예 백제에 정착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동성왕 호위와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백제에 도래하여 단지리와 같

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도 하였지만 점차 그들의 일파가 퍼지거나 이후 개별적으로 들어온 왜인들은 웅진·사비 일원에 

흩어져 현지 세력에 흡수되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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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횡혈묘(橫穴墓)란 응회암이나 사암 등 비교적 연질

의 암석으로 구성된 구릉이나 대지의 언덕 혹은 벼랑을 

굴착하여 매장용의 공간을 구축한 묘제이다. 횡혈묘는 

횡혈식석실분, 지하식횡혈묘 등 횡혈계 묘제 중에서 가

장 늦게 등장한 묘제로서 5세기 중엽∼후엽에 부젠(豊前) 

등 규슈(九州) 북동부 지역에서 출현하였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분구가 없다. 단독으로 입지하는 

것도 있지만 한정된 묘역 내에 수기 단위로 구성된 소그

룹이 복수로 존재하며 군집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적인 편재를 보이면서도 일본열도 각지에서 후기 군

집분의 한 형식으로 성행한 왜(倭) 독자의 묘제다(柳澤一

男 2005; 藤本貴仁 2012). 

횡혈묘는 지질 조건, 노동력 동원 능력의 차이 등에 

따라 군집분으로서의 횡혈식석실분과 다양한 관계(횡혈

식석실분이나 횡혈묘가 대부분인 곳, 두 가지 묘제가 혼재

하는 곳 등)를 보이는데 횡혈식석실분보다는 하위 집단의 

묘제로 여겨지고 있다(大谷晃二 2011).

 횡혈묘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었

지만 최근에는 남규슈(南九州)에서 먼저 등장한 지하식횡

혈묘의 영향 하에 북부 규슈의 여러 지역에서 다원적으로 

탄생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田代健二 2005; 

柳澤一男 2017). 그 중에서도 중심은 부젠이다.

이처럼 일본 고분시대 후기의 독자적인 묘제로 여겨

졌던 횡혈묘가 한반도, 그중에서도 백제 지역에서 발견되

어 주목된다. 한반도에서 횡혈묘는 일제강점기 이후 간헐

적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4년 공주 

단지리 유적에서 잔존 상태가 양호하고 부장품도 온전히 

남아 있는 횡혈묘군이 발굴조사되면서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공주 안영리나 단지리 유적 발굴조사자(나건주 

2004, 지민주 2006, 이호영 2008)와 일본 연구자(柳澤一男 

2005, 2017)가 한반도 횡혈묘의 특징, 계보 및 의미에 대하

여 살펴보아 그 대강은 정리되었다. 즉 백제 지역의 횡혈

묘가 북부 규슈 지역의 횡혈묘를 조형으로 한 왜계(倭系) 

묘제인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축조 배경이나 피장자 집

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논의가 단지리 유적에 집중되다 보니 

백제 지역의 횡혈묘가 사비기까지 조영된 사실이 간과되

고 그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역사성도 제대로 해석되지 못

하였다. 또한 백제에 횡혈묘가 축조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영산강 유역에서도 전방후원형고분을 비롯한 왜계 문물

이 유행한 점이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그 상관성에 대한 논

의는 부족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5세기 

후반∼6세기 전엽에 왜(倭) 왕권과 백제 왕권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교류와 그러한 과정에서 영산강 유역, 경남 해안 

지역, 북부 규슈 지역의 세력도 참여하면서 복잡하게 전개

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백제 지역에서 확인된 횡혈

묘의 특징과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특히 논

란이 되고 있는 축조 집단의 성격과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 

좀 더 천착하고자 한다.

Ⅱ.   백제 지역에서 확인된  
횡혈묘의 특징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는 백제 지역에서만 횡혈묘가 

확인되었다. 그동안 조사된 횡혈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아래에서는 분포 등 여러 측면에서 횡혈

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분포

백제 지역 횡혈묘는 공주와 부여에 한정되어 분포한

다(그림 1). 대부분 웅진도성 외곽이나 공주에서 부여로 

이어지는 길목, 사비도성 외곽에 분포한다. 웅진도성 외

곽에서 확인된 사례로는 공주 웅진동 유적을 들 수 있다. 

공주 단지리 유적은 도성 근교의 지역 집단이 남긴 고분

군이다. 공주 산의리와 안영리는 부여로 가는 길목에 위

치한다. 부여에서 횡혈묘는 도성 외곽에 한두 기씩만 분



27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2

표 1 백제 지역에서 확인된 횡혈묘

유적명 입지 기수 형식(수량) 주요 부장품 비고 참고문헌

공주 웅진동 유적
낮은 구릉의 사면

(35m 내외)
4

B(3)

C(1)
직구소호, 철기류(공구류) 석실분 4기, 주거지 3기 공존

이남석 외 2007
안승주 1981

공주 단지리 유적
가지 능선의 사면

(해발 50m 내외)
24

A(15)

B(7)

C(2)

토기류, 금제이식, 방추차, 

주조철부
석축분 17기 혼재 박대순·지민주 2006

공주 산의리 유적
구릉의 사면

(해발 45m)
1 C 단경호, 개배, 개 횡혈식석실 등 45기 이남석 1999

공주 안영리 유적
낮은 구릉 사면

(해발 57.5m)
1 C 대상파수부호 횡혈식석실 11기 이남석·이현숙 2002

공주 안영리 새터 유적
낮은 구릉 사면

(해발 37m)
1 A 관못

석실분 1, 대벽건물지 3, 주거지 1, 

수혈군 5
나건주 2003, 2004

공주 안영리 신매 유적
낮은 구릉 사면

(해발 25∼36m)
2 A 2호 사비기 토기편으로 

폐쇄
석곽묘 1, 목곽묘 2, 굴립주건물 4 〃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산록 1 A - 횡혈식석실분 5기 野守健·神田惣藏 1940

부여 정동리 유적
낮은 구릉 사면

(해발 27m)
1 A - 2호 백제건물지에 의해 파괴 류기정 외 2005

부여 오수리 큰독골 A-2 

지점

낮은 구릉 사면

(해발 30∼45)
2 B

1호: 관고리 4 관못 37
2호: 관고리 4, 관정 16

횡혈식석실분 등 6기 허윤영 2010, 조원창 외 2013

〃 C 지점
낮은 구릉 사면

(해발 22~23m)
1 C - 횡혈식석실분 4기, 옹관 1기 〃

부여 능산리 능안골
구릉 사면

(해발 60)
1 B - 횡혈식석실분 등 58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계 35

포한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횡혈묘의 성격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부여 쪽으로 갈수록 횡혈묘의 규모가 작아지며 

군집수도 적어지고 시기도 늦어지므로 횡혈묘의 조성은 

공주 일대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2. 입지와 군집 상태

횡혈묘는 대부분 높지 않은 산이나 구릉의 사면에 

입지한다. 횡혈묘가 축조되던 당시의 백제 묘제, 즉 횡혈

식석실분 등과 같은 곳이다.

공주 단지리 유적(그림 2)은 금강에 합류하는 유구

천 하류의 북편에 위치하는 낮은 구릉(해발 40~65m)에 

축조되었는데, 능선과 사면부에 3∼7기씩 무리를 이루며 

분포한다. 전반적으로는 석축 고분과 횡혈묘가 혼재한 고

분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소군집별 양상이 조금 다르다. 

횡혈묘는 대략 4개군으로 구분되는데, 중앙의 구릉에는 

횡혈묘만 군집하고 서편 구릉과 중앙 구릉의 동편 사면에

서는 석축 고분과 혼재되어 있거나 홀로 존재한다. 4개군
그림 1 공주·부여 지역 횡혈묘 분포도.



271  백제(百濟) 횡혈묘(橫穴墓)의 특징과 의미에 대하여

에 포함되지 않고 주 분포 범위의 외곽에 단독으로 입지

하는 횡혈묘는 규모가 작거나 매장주체부 조성 시 옹관이

나 기와를 사용하여 다른 횡혈묘와는 차이를 보인다.

단지리 이외에는 횡혈묘가 3기 이상 모여 있는 경우

가 거의 없다. 공주 안영리 일대에는 가까운 가지 구릉마

다 1∼2기의 횡혈묘가 다른 묘제와 섞여 있다. 이러한 분

포 현황은 횡혈묘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현지의 소규모 취

락 단위까지 깊숙이 정착한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3).

3. 다른 묘제와의 관계

공주 단지리 유적에는 횡혈식석실분 등 석축묘 17기

가 횡혈묘와 함께 확인되었다. 중심 능선상에는 횡혈묘

군이 주로 분포하고, 동서 양쪽 능선이나 사면에는 횡혈

식석실분, 횡구식석곽묘 등 석축묘와 혼재한다. 석축묘의 

구조와 부장 토기류로 보아 횡혈묘가 먼저 축조되기 시작

하였고 나중에는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 방형

의 횡혈식석실은 보이지 않고, 수혈식 묘제가 아직 남아 

있으며 소형 고분이 축조되고 있는 점은 웅진기의 전형

적인 횡혈식석실분인 송산리식 석실과는 다른 양상이다. 

잘 남아 있지 않아 확신하기 어렵지만 석재, 구조, 현실 너

비 등으로 보아 웅진기에는 금학동식 석실(1, 3, 13, 15호)

이 축조되다가 사비기에는 판석재를 이용한 횡구식 혹은 

수혈식 석곽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대리(銅大里) 고분군(석축분 50기 등), 신

영리(新永里) 고분군(석축분 21기)의 횡혈식석실분은 구

조, 석재, 부장유물로 보아 주로 사비기 이후의 것으로 추

정된다.

웅진동 유적에서도 횡혈묘는 횡혈식석실분 4기와 공

존한다(그림 4). 상태가 양호한 3호 석실을 보면 현실 평

면 장방형이며 연도는 우편재한 금학동식 횡혈식석실분

으로 내부에서 출토된 옹관은 3호 횡혈묘에 추가장 시 사

용된 옹관과 형태가 유사하다.

그림 2   공주 단지리 유적 횡혈묘의 입지와 군집 상태 (박대순·지민주 2006에 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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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오수리 큰독골 A-2 지점에서 횡혈묘는 횡혈식

석실분 2기, 횡구식석곽묘 4기와 함께 조사되었다. 이중 

1호 횡혈식석실분은 정제된 판석으로만 만든 단면 육각

형의 능산리식 석실로 부여에서도 왕실이나 고위 귀족층

에서 사용한 것이다. 같은 구릉에 있는 다른 군집인 A-3 

지점에서는 횡혈묘 없이 더 많은 횡혈식석실분(13기)이 

확인되었다(그림 5). 

공주 웅진동 유적과 부여 오수리 유적 등에서 횡혈묘

와 공존하는 횡혈식석실분의 피장자는 횡혈묘에 묻힌 사람

을 받아들인 현지 유력 세력이거나 횡혈묘 피장자와 함께 

활동한 왜인 가운데 좀 더 고위직으로 백제 왕권에 관인(官

人) 등으로 편입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유적에서도 횡혈묘는 횡혈식석실분과 혼재하

거나 약간 지점을 달리하여 자리 잡았는데, 고분군 내에서

는 소수의 묘제이다.

4. 구조와 장법

한반도의 횡혈묘는 묘도, 입구, 현실로 구성되어 있

다. 일본의 횡혈묘에서 보이는 연도가 없는 점이 특징이

다. 횡혈묘는 현실의 장축과 등고선의 관계, 묘도의 굴착 

방식(Ⅰ: 수혈식, Ⅱ: 경사식), 현실과 묘도 바닥의 단차 여

부(a: 단차 있음, b: 단차 없음)에 따라 구분된 바 있다(지

민주 2006). 현실의 장축은 등고선과 직각을 이루는 세로 

방향(縱長式: A식)과 등고선과 평행을 이루는 가로 방향

(橫長式: B식)이 있다(그림 6, 7). 백제지역에서 확인된 횡

혈묘는 현실과 묘도의 장축 방향이 어떤 경우이든 같아 

규슈 초현기 횡혈묘에서 현실 장축과 묘도 장축이 교차

하는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묘도의 굴착 방식은 일본에

서 지하식횡혈묘와 횡혈묘의 구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

고 있으나 한국의 횡혈묘는 모두 경사면에 조성되면서 묘

실 깊이에 따라 수직갱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

으로 묘도가 경사진 점에서 동일하므로 묘도를 수혈식과 

수직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묘도와 

현실의 바닥 사이에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단차가 보이고 

있으므로 이 또한 분류를 위한 속성으로 적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현실과 등고선의 관계를 1차 기준으로 나

눈다. 시신 안치 시설, 규모, 현실과 묘도의 단차, 묘도의 

경사도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우선 종장식 횡혈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현실의 평면형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장방형, 세

그림 3 공주 안영리 일대 횡혈묘 분포도.

그림 4 공주 웅진동 유적 3호 횡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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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여 오수리 큰독골 A-2지점 횡혈묘, A: 유구분포도, B: 1호 횡혈식석실분, C: 1호 횡혈모, D: 1호 횡혈모 출토 관고리 및 관못, E: 2호 횡혈묘.

A B

C D

E



27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2

장방형, 그리고 타원형이 있다. 그중에서도 안쪽이 넓은 

역제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평면형과 함께 규

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두 속성은 상관된다. 즉 역제

형은 대형이고 타원형은 소형이며 장방형은 그 사이에 있

다. 현실의 종단면은 아치식으로 장축 방향의 경우는 안

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진다.

묘도는 수직에 가깝게 깊게 판 후 입구까지 낮은 경

사로 이어지는 경우와 지표면부터 경사지게 굴착해 내려

가는 경우가 있으나 완전한 수평은 없다. 묘도에서는 재차 

굴광하면서 생긴 바닥의 단 등 추가장의 흔적이 관찰된다.

현실의 폐쇄는 주로 판상석을 이용하였는데, 빈틈은 

할석과 자갈로 채워 넣었다. 이외에도 할석을 이용한 경

우와 목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현실은 묘도 바닥과 단이 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바닥에는 강자갈, 강자갈+모래, 모래 등을 깔거나 생

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시신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그

대로 안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목관을 사용하

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확인되었다. 즉 공주 단지리 

3호 횡혈묘에서는 목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서 목질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목질흔을 목관이 아니라 

시신을 받치는 목판으로 보기도 한다(김길식 2013). 

다음으로 횡장식은 묘도부 평면 및 단면, 묘도와 현

실의 단차, 폐쇄석 및 현실 바닥면 처리가 종장식과 마찬

가지로 여러 가지이다. 현실 평면은 타원형, 가로로 긴 역

제형, 장방형이 있다. 단지리 유적에서는 종장식에 비해 

규모가 작고 조잡하게 축조되었거나 폐쇄 상태가 엉성한 

편이어서 두 형식 사이에 계층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공주 웅진동 유적과 부여 오수리 유적에서는 종

장식 없이 횡장식만 조성되고 규모도 단지리 유적의 종장

식과 대등한 편이어서(그림 7) 두 형식 차이를 계층 차이

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단지리 유적의 횡장식 횡혈묘는 규모가 소형이면서 

묘도의 형태도 다양하며 묘도와 현실에 단차가 분명하게 

보인다. 이에 비해 공주 웅진동과 부여 오수리 횡장식은 

형태가 정형화되고 규모도 커졌다. 다만 오수리와 달리 

웅진동 횡혈묘에는 아직 단차가 남아 있다.

종장식과 횡장식은 공존하기도 하지만(단지리) 종

장식만 한두 기 있거나(안영리) 횡장식만 확인된 경우(웅

진동, 오수리)도 있다. 횡장식이 사비기에 축조된 것이 대

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성의 차이는 묘지 조성 

시기의 차이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 매장주체부는 현지의 와관묘(瓦棺墓) 혹

은 옹관묘이면서 묘광을 횡혈묘와 유사하게 굴착한 변용

도 보인다(C식). 단지리 23호(와관)·24호(옹관), 웅진동 

79-1호·산의리·안영리 유적(옹관), 오수리 C 지점(옹관) 

등이 그러한 예이다(그림 8). 옹관을 넣으면 꽉 찰 정도로 

현실이 소규모이지만 현실 전면에 경사진 묘도가 갖추어

져 있고, 입구를 판석으로 폐쇄하는 등 횡혈묘의 구축 원

리를 지키고 있다(柳澤一男 2005). 규모가 작고 매장공간

이 옆으로 길어 B식에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실의 

형태는 B식과 동일하며 현실에 시신을 직접 매장하면서

도 추가로 옹관을 한쪽에 치우쳐 마련한 웅진동 3호 횡혈

묘는 B식과 C식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백제 지역 횡혈묘는 백제 토기 일색인 부장유물상, 

일부 목관이 사용된 점, 현실 내에서만 공헌제사가 시행

된 점(일본의 횡혈묘는 현실, 입구, 상부 3곳에서 제사

가 이루어짐)은 백제의 장법을 따른 것이다(지민주 2012: 

30). 철기류의 기종 구성이나 파쇄 부장 등도 백제적인 양

상이다(김길식 2013). 

그림 6 백제 지역 횡혈묘의 규모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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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백제 지역 횡혈묘의 형식, A: 공주 단지리 유적 3호 횡혈묘, B: 공주 단지리 유적 10호 횡혈묘, C: 공주 단지리 유적 15호 횡혈묘, D: 공주 단지리 유적 1호 횡혈묘, 

E: 공주 단지리 유적 16호 횡혈묘, F: 공주 웅진동 3호 횡혈묘, G: 부여 오수리 큰독골 1호 횡혈묘, H: 공주 웅진동 유적 1979-1호 횡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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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혈묘

그림 8 공주 산의리 유적의 횡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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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이 분명하게 사용된 사례는 사비기의 횡혈묘에서 

확인된다. 공주 안영리 새터 유적에서는 관못이 확인되었

는데 주변의 건물지 등에서 사비기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한편 부여 오수리 큰독골 A-2 지점 횡혈묘에서는 두 기 

모두 관못 이외에 관고리가 부착된 목관이 사용되어 동 시

기(사비기) 횡혈식석실에서의 매장 방식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이외에 적극적인 관재의 흔적은 확인하기 힘들다. 

이처럼 묘제는 횡혈묘라도 목관을 사용한 것은 백제

의 장제를 따른 것이다. 철제라도 관못과 함께 관고리를 

사용한 것은 논산 육곡리 7호분, 나주 복암리 3호분 13호 

석실처럼 위계가 높은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추가장은 묘도의 토층과 현실 내 인골 개체수, 

그리고 유물의 부장 양상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단지리 3호 횡혈묘에서는 5∼6개체의 인골이 출토되었

고, 20호에서는 3개체, 4·6·10·18호에서는 각각 2개체씩 

확인되었다. 주로 규모가 큰 종장식에서 추가장이 확인

되었다(지민주 2006). 백제의 횡혈식석실분이 추가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도 5~6명이나 추가장한 사례는 많지 않

은 점과 비교된다.

횡장식 횡혈묘에서는 추가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폭이 좁은 구조를 고려하면 단장을 의도한 무덤으로 생각

된다. 사비기 석실분이 단장으로 변화하는 양상과 연동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백제 지역 횡혈묘는 규슈 지역 횡혈묘의 묘

제에 백제의 장법이 적용된 양상을 보인다.

5. 부장품

백제 지역 횡혈묘는 박장인 편인데, 토기류나 철기

류는 종장식에 주로 부장되고 횡장식에는 거의 부장되지 

않았다.

공주 단지리 유적의 횡혈묘에는 각종 토기류, 철기류

와 함께 방추차가 한 점씩 부장된 점이 특징적이다(그림 

9). 방추차는 여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길

식 2013). 각 횡혈묘의 토기류가 같은 기종으로 구성된 것

은 아니지만 거의 모두 백제 토기 기종인 점은 분명하다. 

다만 일부 토기의 제작 기술, 그중에서도 정면 기법에 스

에키(須惠器)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그림 9). 예를 

들면 단지리 11·20호 개배에는 회전 깎기(篦削り) 기법이 

보이며, 11호 단경호·18호 병형 토기에는 강하게 회전하면

서 올이 굵은 결의 나무판으로 정면한 흔적(カキ目)이 잘 

남아 있다. 특히 11호 횡혈묘 출토 개배는 기형과 정면 기

법이 스에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유사한 개

배는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등 영산강 유역에서도 매

우 흡사한 것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스에키의 TK 47 형식

과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가 유사하지만 현지에서 생산되

어 스에키의 구연부나 드림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꺾임 등

은 사라졌다. 

그림 9 공주 단지리 11호 횡혈묘 부장 토기에 보이는 스에키 기술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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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횡혈묘에서 출토된 고배도 전체적인 기형은 백

제 고배와 유사하지만 구연부가 밖으로 꺾이고 대각단부

의 형태가 스에키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스에키와 백제 

고배의 혼합 현상은 영산강 유역에서도 보인다.

이처럼 단지리 횡혈묘에서 출토된 토기에는 스에키 

기술이 일부 보이지만 반입이나 스에키 공인의 관여는 상

정하기 어렵고 백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과정에 일부 

스에키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 지역 내에

서도 영산강 유역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영산강 유역에서 유행한 토기류가 단지리 유적에

서 등장한 것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이 공주 도천리 

유적이다. 이 유적은 영산강 유역 집단이 백제 왕권과의 

교섭을 위한 거점을 웅진 인접 지역에 마련한 상황을 보

여준다. 도천리 유적은 이미 파괴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분묘 유적으로 추정되며 공주 시내에서 금강

을 건너면 바로인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단지리와는 3㎞

도 떨어져 있지 않다. 이곳에서 영산강 유역 토기와 거의 

같은 개배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10). 수습된 토기에서

는 개배가 주류를 이루는데 나주 복암리 3호분의 당가형 

1a·1b·3식, 반남형 2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전

형적인 백제 토기라고 할 수 있는 광구장경호, 고배, 삼족

토기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직구소호, 병, 윤형꼭지 달린 

뚜껑 등 백제 토기는 있다. 이와 같은 기종 구성의 특징과 

더불어 개배를 중첩하여 소성하고 소성 시 유기질의 줄

기를 토기 사이에 끼워 선상 자국이 남아 있으며 음각선

문이 보이고 일부에는 태토에 검은색 알갱이와 회전 깎

기 흔적이 남아 있어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과 2호 석

실 출토 개배에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5세기 말∼6세

기 전엽의 토기가 중심인 것 같다. 도천리 유적의 입지와 

토기 기종 구성 및 제작 기술을 고려하면 백제 왕권에 가

까운 지역에 영산강 유역 집단이 왕권과 교류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곳의 피장자가 

영산강 유역에서 온 집단의 구성원인지 영산강 유역 집

단과 왕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 현지 집단인지는 분

명하지 않지만 무덤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주 산의리 유적에서는 수혈식석곽묘, 횡혈식

석실분,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개배

는 거의 모두 뚜껑에 꼭지가 없는 형식이다(그림 10). 이

중에서 영암 자라봉 고분 출토 개배와 거의 유사한 형태

의 개배가 10호 수혈식석곽묘에서 출토되었는데 평저직

구소호와 공반되었다. 이외에도 약간 변형된 당가형 개

배와 평저직구소호가 17·18호분에서 함께 출토되었다. 

또한 평면 방형, 우편 연도의 궁륭상(穹窿狀) 천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1·21호 석실묘에서는 함평 신덕 1호분 

연도에서 출토된 개배와 유사한 형태의 개배가 출토되었

다. 3호 옹관묘에서도 유사한 개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개배가 출토된 고분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 웅진기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고분군은 공주와 부여를 잇는 노선

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김낙중 2012). 한편 공주 산

의리 횡혈묘에서 출토된 개배는 특히 나주 신촌리 9호분 

무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여 주목된다(그림 8). 

이러한 사례를 보면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나주 

복암리 집단 등 영산강 유역 세력과 웅진기 백제 왕권 사

이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

며, 또한 단지리 횡혈묘나 도천리 유적의 영산강 유역계 

토기류를 통해 횡혈묘 축조 집단과 왜계 문물이 발달했던 

영산강 유역 집단과의 밀접한 관계도 엿볼 수 있다. 웅진

도성 주변 횡혈묘 축조 집단의 역할을 시사한다.

토기류 이외에도 거의 모든 횡혈묘에는 토제 방추

차, 주조철부, 철겸, 凹형철기, 도자 등이 부장된다. 철기

류는 모두 농공구류로 무기류가 없는 점이 주목된다. 철

도자, 철겸, 주조철부 중에 파쇄품이 부장된 경우가 보인

다. 북부 규슈의 우에노하라(上ノ原) 횡혈묘군에는 주로 

초장자(初葬者)를 중심으로 철검, 철도, 철촉류 등 무기류

가 부장된 것(田中良之 1995)과 다른 양상이다. 즉 백제 

횡혈묘에 부장된 철기는 한성기 이래의 백제 농공구 기

종, 파쇄 부장 행태가 보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 규슈 지역 횡혈묘 부장 철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

다(김길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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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형
반남형 당가형

1식 2식 3식 1a식 1b식

스에키(계)

2식 3식

백제형

5C중엽

5C후엽-
6C전엽

6C후엽

1

2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영암 만수리 2호분 4호 옹관 주변
2.영암 내동리 80년 수습 옹관
3. 나주 오량동 4호 가마(동신대)
4. 나주 오량동 9-3호 가마(동신대)
5. 나주 신촌리 6호분 무관
6-9,16. 나주 신촌리 9호분
10-12. 영암 자라봉고분
13. 나주 복암리 3호분 선행분구
14. 나주 복암리 3호분 11호 옹관주변
15. 17-21.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1차장
22.24.나주 복암리 3호분 4호 옹관
23. 함평 신덕 1호분
25. 나주 복암리 3호분 10호 석실
26. 나주 복암리 3호분 북편주구

3

4

11

25 26

1

공주 도천리 유적 공주 산의리 유적

그림 10 공주 도천리·산의리 유적 출토 토기류 및 비교 자료.

6. 조성 시기

공주 단지리 유적의 횡혈묘에서는 토기류가 상당량 

출토되어 시기 추정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토기류는 

개배 및 삼족기의 형태 변화, 스에키계 개배 및 고배의 형

식 등으로 보아 5세기 말∼6세기 초의 웅진기에 해당한다

(지민주 2006). 개배류, 고배류 등은 웅진기로 편년되는 

정지산 출토 토기와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묘 및 함평 

신덕고분 등 영산강 유역에 축조된 북부 규슈계 횡혈식석

실분나 전방후원형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사하다. 횡

혈묘의 구조도 북구 규슈의 초현기 횡혈묘와 유사하여 시

기 추정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사비기에 유행한 전형적

인 대부완에 앞서는, 웅진기 말에서 사비기 전반의 초기 

대부완(山本孝文 2005)도 여러 횡혈묘(3·9호)에서 보인

다(그림 11).

횡혈묘가 가장 밀집된 공주 단지리 유적은 하나의 

구릉에 지점을 나눠 횡혈묘가 작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횡혈묘의 형식이 다양하고 토기류 등으로 추정되는 존속 

기간이 웅진기에 한정되는 짧은 기간이어서 특정한 집단

이 한시적으로 조성한 묘역으로 생각된다. 이후 횡혈묘

는 공주·부여 일대로 확산되지만 군집되지 않은 상태로 

사비기까지 이어진다. 

 매장주체시설이 옹관인 횡혈묘(C식)도 웅진기부

터 사비기까지 조성되었다. 공주 안영리 유적에서 확인

된 횡혈묘의 옹관은 사비기 전반기에 주로 부여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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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주 단지리 3호 횡혈묘와 부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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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대상파수가 달린 흑색의 연질 중형호이다(김종만 

2004). 부여 지역에서 확인된 횡혈묘는 사비기 횡혈식석

실분과 함께 조성되었다.

Ⅲ.   백제 지역에서 확인된  
횡혈묘의 의미

 1. 횡혈묘 피장자의 출자와 위상

 일본에서 횡혈묘의 축조는 지질과 관련이 깊다. 즉 

화강암재가 많이 산출되는 곳은 횡혈식석실분이 군집분

으로도 축조되는 반면, 응회암 등 연질의 암반이 있는 곳

에는 횡혈묘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풍화

암반이라도 화강암이 위주인 공주·부여에서 횡혈묘의 축

조를 고집한 것은 그 피장자가 왜(계)인[倭(系)人]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부장된 토기에서 보이는 스에키 

제작 기술의 영향으로 방증된다. 그렇다면 횡혈묘에 묻

힌 왜인들은 어디서 왔을까?

백제 지역의 횡혈묘를 축조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려할 때 단지리 횡혈묘와 가장 유사

한 양상을 보이는 횡혈묘가 규슈 동북부 지역에서 확인된 

점은 주목된다.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여하

였다는 것은 틀림없다. 

 공주와 부여에서 보이는 횡혈묘의 구조는 규슈 지

방에서 보이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초기 형식과 유

사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후쿠오카현(福岡縣) 유쿠하시

시(行橋市) 다케나미(竹並), 오이타현(大分縣) 우에노하

라(上ノ原) 등 부젠(豊前) 북부의 횡혈묘와 매우 비슷하

다(그림 12).

초현기의 횡혈묘는 북부 규슈 지역, 즉 치쿠고(筑

後), 부젠(豊前), 분고(豊後)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부젠 

지역에 출현기의 횡혈묘가 집중되어 있다. 초기 횡혈묘

의 구조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초기의 횡혈묘 형태는 묘도·연도가 짧고 현실의 평

면형은 정형화되지 않아 횡장방, 종장방, 양자의 중간적

인 것으로서 모서리가 둥글어진 것 등이 있다. 묘도에서 

현실로 갈수록 바닥이 낮아지며 천장은 낮고 안벽과 천장

은 둥글게 이어진다(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1; 藤本貴

仁 2012).

현실의 장축 방향은 종장식과 횡장식이 혼재하나 시

간의 경과와 더불어 종장식으로 일원화된다. 천장의 형

태는 돔형이 대부분이지만 그밖에 가형(家形)이나 아치

형도 있다. 연도부는 뚜렷하지 않은 채 묘도가 직접 현실

에 연결되는 것이 많다. 현실의 폐쇄는 판석이나 목판 등

에 의해 연문에서 이루어지는데 판석의 경우 자갈 등으로 

공극을 메운 경우가 많다. 묘도 바닥이 현실을 향해 경사

져 내려가서 연도 또는 현실의 입구에서 단을 이루는 사

례가 많다. 현실 시상은 자갈을 깐 역상(礫床)이다. 마지

막으로 분구를 가진 경우가 거의 없다(지민주 2006). 6세

기 이후 일본열도 각지에서 보이는, 묘도가 길고 연도가 

발달한 전형적인 횡혈묘와는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이

호형 2008).

초현기 횡혈묘 중에서도 다케나미 유적의 횡혈묘가 

현실 평면형의 다양성, 묘도 굴삭법, 묘도 저면과 현실 바

닥면의 단차 등에서 단지리 유적의 횡혈묘와 가장 유사하

므로 그 조형으로 삼을 만하다(柳澤一男 2017). 초기 횡

혈묘가 등장한 부젠 북부 지역은 수오나다(周防灘) 연안 

지역으로 영산강 유역에서 유행한 북부 규슈형 석실인 반

즈카(番塚) 고분이 위치하는 곳이기도 하다.

공주 웅진동 1~3호, 부여 오수리 큰독골 1~2호와 같

은 횡장식(B식)과 유사한 사례는 남규슈에서 확인되는

데, 미야자키평야(宮崎平野)의 이키메(生目), 가고시마현 

오스미(大隅) 지역의 마치다보리(町田堀)와 교노미네(京

ノ峰) 등의 지하식횡혈묘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횡혈

묘들은 4세기 말~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 이 

지역에서 한반도의 횡혈묘와 동 시기인 5세기 후엽 이후

로 내려가는 사례로 확실한 것이 없다. 또한 이 지역 횡혈

묘의 폐쇄는 목판이나 판석으로 하는 데 비해 백제 지역

의 B식은 할석으로 하는 차이가 있어 남규슈 내 특정 지

역에서 조형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柳澤一男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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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규슈 초기 횡혈묘의 여러 형식과 부장품, A: 다케나미(竹竝) A23호(縱長·모서리죽임), B: 竹竝 A11호(橫長·모서리죽임), C: 竹竝 A4호(方形·橢圓), D: 竹竝 
A8호(橫長·모서리죽임), E: 요코쿠마나베쿠라(橫隈鍋倉) 2호(縱長·橢圓), F:다케나미 23호 횡혈묘 부장품, G: 우에노하라(上ノ原) 25호 횡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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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횡혈묘 중 세장한 종장장방형 타입을 제외한 

다양한 횡혈묘는 남규슈 각지의 지하식횡혈묘에서 기원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남규슈 지역 군사가 왜(倭) 왕권의 

의지에 따라 한반도에 가깝고 해상 운송의 거점이기도 한 

규슈 동북부 연안 지역에 징발되어 그중 일부가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 따라 백제 지역에 보내졌을 가능성을 제기

한 것(柳澤一男 2017: 17)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연원을 따지자면 남규슈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

겠지만 당시 한반도에서 보이는 왜계 문물이 대부분 중북

부 규슈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횡

혈묘도 동북부 규슈 지방의 초현기 횡혈묘 축조 집단이 단

지리 횡혈묘 축조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경사진 묘도, 묘도와 현실 바닥의 단차는 남규

슈 지하식횡혈묘에는 보이지 않는 속성으로 동 시기 초기

횡혈식석실과 수혈계횡구식석실의 묘도 형상의 영향으

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며(田代健二 2005: 

41~42), 단지리 횡혈묘의 평면이 역제형(羽子板)을 이루

는 것도 남규슈의 지하식횡혈묘보다는 북부 규슈의 초기 

횡혈식석실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한편 지하식횡혈묘의 특징인 수직으로 파내려간 묘

도를 바탕으로 단지리 횡혈묘와 남규슈 지하식횡혈묘 사

이의 관련성을 상정한 연구(조원창 2007)가 있으나 묘도

의 형태는 굴착 지점의 경사도에 연동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묘제의 계통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는 지적(지민주 2012)은 타당하다.

수갱(竪坑)은 평지에서 지하식횡혈묘를 축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절벽이 아닌 이상 완만한 경사면

에서도 어느 정도 아래로 파내려간 다음 옆으로 굴을 파

야 무너지지 않을 현실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구릉 사면

에 축조한 횡혈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

제로 단지리 4호 횡혈묘는 수갱의 흔적이 보인다. 현실이 

옆으로 긴 것은 규슈 북동부 초기 횡혈묘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횡장식(B식)을 지하식횡혈묘로 

보고 남규슈에서 계보를 찾는 것(柳澤一男 2017)이 적절

한지는 의문이다. 

횡혈묘가 처음 조성된 단지리에서 보이는 횡장식 횡

혈묘에 묘도와 현실의 단차가 분명히 보이는 것은 남규슈

의 지하식횡혈묘가 아니라 북규슈의 횡혈묘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단지리의 B식은 종장식에 비해 소형이며 A식 

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웅진동과 부여 오수리에서는 정형

화된 형태로 B식만 존재한다. 남규슈와 시기적으로 직접

적인 관련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주·부여의 

B식 횡혈묘는 부젠 지역 등에서 종장식과 함께 들어와 조

성되다가 웅진동, 오수리 등 백제 현지에서 집단에 따라 

특화하여 정형화된 백제적인 횡혈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웅진동이나 오수리 큰독골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현실과 묘도가 함께 횡장방형을 보이며 길이와 너비도 

거의 같아 짧더라도 연도가 없는 사례는 남규슈는 물론이

고 북부 규슈에서도 적은 편이다. 즉 개념적으로는 지하

식횡혈묘이나 공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일 가능성

이 높다. 

공주 단지리 횡혈묘는 한 능선에서 몇 개의 군집을 

이루고 그 군집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횡혈묘가 공존하고 

있으며, 부장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성 기간이 짧은 점

을 고려할 때 특정한 성격의 집단이 한시적으로 묘역을 

조성한 것으로 이해된다(지민주 2006). 횡혈묘를 축조하

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후 동일한 구역 혹은 인접한 구

역에 조성된 횡혈식석실분 혹은 횡구식석곽묘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횡혈묘 조성 당시에도 동일한 묘

역에 횡혈식석실분이 조성된 것은 단지리나 웅진동 유적

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단지리처럼 횡혈묘를 쓰는 왜(계)인들이 집단적으로 

정주하였음을 시사하는 사례도 있지만 단지리 유적을 제

외하면 고분군 내에서 횡혈묘는 소수이다. 대부분은 기존

의 현지 집단 속에 소수자로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왜계인이 모두 횡혈묘만을 축조한 것은 아닐 테고 

일부 고위층으로 편입된 인물들은 동일 묘역에 있는 횡혈

식석실분에도 묻혔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횡혈식석실분도 

백제 고위층의 그것에 비해 대부분 규모나 축조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단지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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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장품으로 일부 금동제 귀걸이가 부장된 경

우는 있지만 규슈의 횡혈묘에서 가끔 보이는 갑주, 거울 

등 왜계나 백제의 위세품으로 볼 만한 것은 부장되지 않

았다. 다만 도자 칼집의 패용금구로 은을 사용한 사례(단

지리 5호 횡혈묘)나(김길식 2013) 사비기 횡혈묘에서 관

고리를 부착한 목관을 사용한 점을 보면 횡혈묘 피장자의 

위상이 모두 낮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일본에서 횡혈묘는 군집 분포하고 분구가 거의 조

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 지역 내에 공존하는 고총

이나 횡혈식석실분군과는 일정한 사회적·정치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횡혈식석실분

과 횡혈묘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무덤을 만드는 데 드는 

기술력과 노동력이다. 횡혈묘는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제한된 인원이라도 시간을 들이면 구축할 수 있지만 횡혈

식석실분은 현실 평면형의 설계 기획부터 석재의 채취·

가공·운송, 그리고 구축에 이르는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

하여 고도의 석재 운용 기술을 갖춘 공인 집단이 없으면 

완성할 수 없다(柳澤一男 2011). 이와 함께 석실분과 횡

혈묘 피장자의 ‘계층차’의 의미는 피장자의 가족이 석실 

조영을 위해 동원 가능한 노동력, 즉 예속된 사람들을 어

느 정도 거느리고 있었는가 하는 차이로, 결국 경제력의 

차이가 된다(大谷晃二 2011). 

공주·부여 지역에서도 횡혈묘는 횡혈식석실분에 비

해 하위의 묘제로 볼 수 있다. 정착 왜인들 중에도 횡혈식

석실분을 조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횡혈묘

와 공존하는 석실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은 노동력이 적게 드는 횡혈묘를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왜(계)인들 중 일부는 백제 관료로 편입되어 횡혈

식석실분을 조영하였겠지만 왜인 집단 자체가 독자적으

로 유력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리 

횡혈묘 단계에는 백제 왕권의 통제 하에 교역 등에 종사

하였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개별적으로 들

어온 왜인들은 현지 집단에 소수로 섞여 존재하였음을 보

여준다. 횡혈묘가 분포한 여러 유적의 각 묘제 분포 양상

은 이를 방증한다.

 2. 횡혈묘와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

부여·공주 지역의 횡혈묘에는 영산강 유역과 교류한 

흔적이 보인다. 즉 부장품 중에 5세기 후반 이후 영산강 

유역에서 주로 유행한 조족문토기(단지리 7호 횡혈묘), 

스에키의 정면 기법 흔적이 남아 있으며 영산강 유역에서 

유행한 기형과 유사한 개배(단지리 11호 횡혈묘 등)·고배

(단지리 4호 횡혈묘)가 보인다. 횡혈묘 피장자와 영산강 

유역에서 활동한 왜인 혹은 왜계인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주·부여의 횡혈묘는 출현 시기, 

묘제의 계통, 부장 토기 등에서 보이는 영산강 유역 토기

와의 관련성에서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형고분 축조 집단

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전방후원분은 영산강 유역에, 횡혈묘는 

백제의 도성인 공주와 부여에 한정되어 조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 및 초기 횡혈식석실

분과 공주 지역의 횡혈묘는 같은 규슈계이므로 북부 규슈 

세력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출현 맥락에는 차

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

고분에 대해 필자가 가진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전방후원형고분은 일본열

도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전방후원분의 축조 규범 중 일부

만이 취사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매장주체시설

인 석실, 시신의 안치시설, 그리고 부장품에서 왜만이 아

니라 백제·가야 등 여러 세력의 영향을 살필 수 있다. 즉 

왜계 세력이 자기 집단의 생사관, 정체성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구현하여 축조했다기보다는 어떤 사정 때문에 영

산강 유역 세력이 다른 지역 묘제의 특징적인 것만 받아

들여 두 지역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활용하였다

고 보는 것이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형고분에 보이는 이러

한 취사선택적이고 다원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타당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영산강 유역보다 약간 늦게 가야 지역에 나타난 왜계 

고분에는 매장시설과 즙석 같은 왜적(倭的)인 요소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분형이 전형적인 전방후원형을 띤 것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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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없는 점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왜 영산강 유역 세력

은 전방후원형이라는 이질적인 분형까지 도입한 것일까?

나주 복암리 정촌 고분의 금동신발 등 위세품 등을 

통하여 볼 때 5세기 후반 이후 영산강 유역 세력은 이미 

백제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한성 

함락에 따른 백제의 위기로 그동안 반남 세력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유역의 중핵 세력과 백제 왕권으로 이어진 일대

일(一對一)의 안정적 동맹 관계가 붕괴되어 영산강 유역 

각 집단은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도기에 백제가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게 되면

서 이 단계에 반남을 대신할 대안 세력이 복수화되어 서로 

경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영산강 유역 여러 지역 집단

은 백제의 새로운 우위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쟁하면서도 직접 지배는 아직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영산강 유역 세력이 왜(倭)의 지역 세

력을 개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교섭한 왕권은 왜

(倭) 왕권이라기보다는 중북부 규슈 일대에서 통합력을 

높여가며 독자적으로 교섭·교역을 계속하던 ‘이와이(磐

井)정권’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열도에서도 규슈 세력은 

여전히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왜(倭) 왕권의 대(對)한

반도 교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영산강 유역 

집단은 이러한 규슈 세력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백제 왕

권-왜 왕권으로 직접 이어지는 교섭 루트가 완전하지 않

은 상태에서 백제 왕권 - 영산강 유역 세력 - 경남 서남부 

해안 지역의 가야 세력 - 중북부 규슈 지역 세력 - 왜 왕권

으로 이어지는 틀 속에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고 생각한다. 현지 세력의 성장 기반이 된 것은 왜-백제

로 이어지는 교섭 혹은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지면서 영

산강 유역과 그 주변이 그러한 교류 루트에서 해로나 내륙 

수로의 요충지였던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산강 유역의 여러 지역 세력은 전방후원형고분을 왜(북

부 규슈 세력)에 대해 대(對)한반도(그중에서도 특히 백

제) 교섭에서 우선적 파트너임을 표상하는 행위의 일종으

로 축조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방후원형고분이 기존

의 묘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아예 고분이 존재하지 않던 

지역에 축조된 것은 이러한 상징성의 극대화와 관련된 현

상일 가능성도 있다. 백제 왕권도 고구려의 침략에 의한 

남천(南遷) 이후 아직 영역화를 통해 영산강 유역 세력을 

제어할 충분한 힘이 없었으며, 동성왕의 즉위 과정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왜(倭)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므로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의 왜인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받

아들이지는 않았거나 도리어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전방후원형고분은 영산강 유역 세력이 백

제 왕권과의 거리 유지의 표상, 왜(倭)의 지역 세력과의 정

치적 유대의 상징으로 축조한 기념물일 가능성이 높다. 백

제 왕권 - 영산강 유역 세력 - 경남 서남부 해안 지역의 가

야 세력 - 중북부 규슈 지역 세력 - 왜 왕권으로 이어지는 틀 

속에서 영산강 유역 세력과 북부 규슈 세력이 차지한 정치

적·경제적 중요성과 이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전방후원

형고분의 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낙중 2009, 2011).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은 

백제의 간접 지배 하의 일종의 특별관리구역인 영산강 유

역에 동성왕의 옹립에 기여한 후 안치 또는 잔류하고 있

던 왜계인들의 무덤이라거나(주보돈 2000) 토착 세력(潘

南)의 견제와 대왜외교(對倭外交), 대가야 공략을 위해 

융진 천도 후 자력으로 남방 지역을 통치할 역량이 부족

하였던 백제 왕권이 각지에 파견한, 북부 규슈와 아리아

케해(有明海) 연안 출자(出自)를 가진 왜계의 백제 관련 

집단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있다(박천수 2001).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필

자 나름대로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겠

다(김낙중 2011). 다만 백제의 지배력이 직접적으로 미치

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세력의 성장 잠재력을 지나치게 낮

추어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영산강 유

역에서 왜인의 활발한 활동은 현지 세력 성장의 배경이 되

었을 것이다. 이것은 영산강 유역에서의 고총은 5∼6세기 

신라의 지방에서 보이는 고총과 다른 성격, 즉 중앙과 지

역 세력만이 아니라 제3의 세력(왜, 그중에서도 중북부 규

슈 세력)의 개입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은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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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왜를 무대로 한 역사적인 격동기에 지역 세력이 정치

적으로 활용한 기념물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에 비해 횡혈

묘는 공주 단지리 고분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제 횡

혈식석실분군에 인접하고 일부는 섞여 있으면서 부장품

에서도 백제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백제 왕권의 직

접적인 통제 아래에 왜 왕권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규슈계 사람들이 정착하며 조성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

다.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져 사비기가 되면서 더 이상 축

조되지 않은 전방후원형고분에 비해 횡혈묘는 사비기에

도 소수지만 지속된 점은 무덤 조성의 배경에 차이가 있

음을 웅변한다.

한편 백제와 왜의 지역 세력이나 중앙의 일부 유력 

세력은 교섭하던 상대방의 묘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

으나 왕권에서는 상대방의 상위 묘제를 받아들이지는 않

았다. 백제의 경우 권위를 빌리는 것은 중국 남조가 우선

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산강 유역에서는 북부 규슈계 횡

혈식석실분과 전방후원형고분이라는 최상위 묘제가 축조

된 반면 공주·부여 지역에서는 하위 묘제인 횡혈묘가 백

제 석실분이 조성된 묘역에서 소수만이 함께 축조되었다

는 점은 중요한 현상이다. 자발적이든 백제 왕권의 의도

가 작용한 것이든 횡혈묘 축조 집단의 세력화가 억제되었

다고 생각된다. 고총은 정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기념물

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횡혈묘는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친족 집단의 군집분으로서(田中良之 1995) 

기념물적 성격은 크지 않은 매장시설이다. 따라서 한반도

에서 횡혈묘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러한 묘제를 사용하던 

집단에 속하던 계층의 사람들이 죽은 곳에서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영산강 유역에서 활동하던 왜

인이나 왜계인들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러

한 횡혈묘가 축조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 활동

하던 이들이 죽은 후 그곳에서 묻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

다. 즉 영산강 유역에서 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지만 

삶의 터전으로 정착하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이에 비해 공주 주변에 이러한 횡혈묘가 분포하는 

것은 백제와 왜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교류나 교섭에 

참여하면서 백제 중앙에서 활동하던 왜계인이 정착하게 

되면서 남긴 묘제로 볼 수 있겠다. 그러한 왜계인들이 동

성왕 호위와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백제에 

도래하여 단지리와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도 하였지

만 점차 개별적으로 들어온 왜인들 대부분은 공주·부여 

일원에 흩어져 현지 세력에 흡수되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

된다. 

3. 백제 지역 횡혈묘에 묻힌 사람들

공주·부여의 횡혈묘는 규모, 구조, 부장품으로 볼 때 

정치적인 기념물로서의 성격이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형

고분에 비해 매우 옅다. 따라서 그러한 묘제의 기원지의 

사람들이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부젠 지역 등 북부 규슈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한편 횡혈묘가 새로운 묘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장품 

구성이나 장법이 백제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이미 선주

(先住)해 있던 왜인들이 웅진으로 이주한 것과 관련된 것

으로 보는 견해(김길식 2013)도 제시되었다. 즉 철도자, 

주조철부, 철겸, 凹형철기 등의 기종 구성과 파쇄 부장, 

방추차와 심발형토기·호류의 조합 관계는 신봉동 고분군

을 중심으로 한 청주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고분

에서 스에키, 삼각판정결판갑 등 왜계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5세기 중·후엽 청주 지역에 들어와 살던 왜

계 집단이 있었고 그들이 한성 함락 및 웅진 천도와 함께 

공주 주변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바탕 위에 횡혈묘 사용 

집단이 북부 규슈로부터 도래하여 합세한 결과 규슈와 백

제의 묘·장제 혼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런데 특정 철기류의 기종 구성과 파쇄 부장, 방추차 부장 

등은 천안·청주 일대의 백제 무덤에서 보편적으로 보이

는 것으로 청주 일대의 조금 이른 왜계 유물과 관련된 사

람들의 이주를 고려하지 않아도 공주 일대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백제에 왔을까? 한반도의 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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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에 묻힌 사람들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일본서기

(日本書紀)』 유랴쿠(雄略) 23년 조 기사이다. 즉 479년 유

랴쿠는 백제의 삼근왕이 죽자 인질로 왜에 와 있던 곤지

의 제2자로 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말다왕(末多王: 동성

왕)이 귀국할 때 ‘축자국 군사 오백인(筑紫國 軍士 五百

人)’으로 하여금 호위케 하였다는 기록이다.1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성왕의 귀국 시 호위한 군사 

집단을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형고분의 피장자로 보기도 

한다(주보돈 2000). 그런데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이 될 우려가 있는 집단을 직접적인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

이다. 동성왕의 측근 왜인은 중앙 관료로 활용하거나 호

위 병력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호위 병

력을 군사 조직에 편입시킨다고 하더라도 지방군보다는 

왕경군(王京軍)으로 편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을 지방에 보낼 이유는 없다(연민수 2011).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성왕의 옹립과 관련된 왜인들

의 무덤은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보다 차라리 공

주 단지리 고분군 등 백제 왕권의 중심 지역인 공주와 부

여에서 확인된 횡혈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어린아이를 추가장하고(단지리 3호묘) 현지의 옹관

을 안치시설로 사용한 것은 횡혈묘 피장자 집단의 정착을 

잘 보여준다(柳澤一男 2005). 

무기류가 부장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

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 정착시키는 데 무력의 유지는 바람

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횡혈묘에는 지역 유력 세력

에게 나눠주던 위세품도 없다. 백제 지역 횡혈묘와 동 시기

의 규슈 지역 초현기 횡혈묘에는 무기류가 부장되었고(그

림 12) 백제의 지방에서는 6세기 중엽까지 무기류는 여전히 

주요한 부장품이었다. 이런 점에 비춰 횡혈묘에는 무기류

가 부장되지 않은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

다. 이것은 동성왕 호위 군사의 무장 해제 혹은 왕경군이나 

다른 직능군으로의 재편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횡혈묘에서는 무기류가 전혀 출토되지 않아 그 피장

자 집단을 군사 집단이나 방어 집단으로 보는 데는 무리

가 따르며 귀중품도 거의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

위 계층의 무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산성 바로 

아래에 분포하는 점을 들어 백제 왕도의 방어와 관련된 

집단으로 보는 것(박천수 2005)과 동성왕 호송 군사 집단

으로 백제가 그들을 국가적 위기 타개와 안정 도모, 왕권 

수호와 강화에 이용했다는 해석(김길식 2013)은 재검토

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지리 횡혈묘를 동성왕과 

함께 와서 백제에서 생활하던 왜의 관인(지민주 2008), 

상인(이호형 2008) 등에 의해 조성된 무덤일 것으로 보기

도 하였다. 또한 어린아이나 여성이 함께 묻힌 것은 가족

공동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때 군사 집단의 무덤으

로 보기 어렵고 동성왕이 왜에서 귀국할 때 대동한 왜계 

인물들이 웅진 외곽에 집단 이주하여 교역 혹은 농사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정재윤 2013). 

그런데 백제 지역의 횡혈묘에는 단지리 유적처럼 특

정 지역에, 그것도 짧은 기간에 조성된 무덤군이 있는 한

편으로 이후 사비기까지 소규모 취락의 일원으로 소수 존

속하는 현상을 고려하면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일반

적인 인적 교류 중 어느 한쪽만으로 백제 지역 횡혈묘의 

조성 배경을 설명하기 어렵다. 

공주 단지리 유적처럼 초현기의 횡혈묘가 군집한 경

우는 동성왕 귀국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

으로 그에 따라 들어온 호위 군사 및 동행 왜인들이 도성과 

주변에 정착하며 남긴 것으로 좁혀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즉 백제 왕권은 호위 군사를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다

양한 직능을 가진 동행 왜인들과 함께 왜와의 교류나 교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재편 작업을 실시하고 집

단적인 거류와 묘지 조성을 유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日本書紀』 卷第十四 雄略天皇 廿三年 夏 四月(479년 음4월). 廿三年夏四月 百濟文斤王薨 天王 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王 幼年聰明 勅喚內裏 親撫頭面 誡勅慇

懃 使王其國 仍賜兵器 幷遣筑紫國軍士五百人 衛送於國 是爲東城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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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비기까지 존속하는 소수의 횡혈묘와 관련해

서는 백제에 신라, 고구려, 중국인과 함께 왜인이 혼재하

고 있었다는 『수서(隋書)』 동이전 백제 조2의 기록이 반영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박천수 2005; 이호형 2008). 이 경

우에도 단지리 횡혈묘에 묻힌 사람들의 일파가 퍼졌을 가

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비기와 동 시기에 왜에서 유행

한 횡혈묘 형식이 백제에서는 보이지 않고 웅진동, 오수

리 큰독골 횡혈묘처럼 백제화된 횡혈묘가 조성되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그와는 별도로 왜인들이 개별적이거나 소

수의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백제에 들어왔을 테고 그들 중 

일부가 백제에서 조성되고 있던 왜계 묘제인 횡혈묘를 자

신들의 묘제로 채택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제 지역 내에서 횡혈묘의 지역적·시기적 확산 및 

소멸 과정을 보면 횡혈묘에 묻힌 사람들이 백제에 들어오

게 된 경위는 다양하며 그 역할도 점차 변화하거나 폭이 

점차 넓어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공주·부여에서 확인된 횡혈묘의 특징과 역

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반도에서 횡혈묘의 등장은 5세기 후엽∼6세기 전

엽에 왜와 백제 왕권이 주축을 이루는 교류에 북부 규슈, 

영산강 유역 세력이 일정한 역할을 하며 세력을 유지하던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공주·부여 지역 횡혈묘의 피장자

는 북부 규슈 중에서도 특히 부젠 지역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공주·부여 지역의 횡혈묘는 이러한 왜인들의 

정착을 의미한다. 웅진 외곽의 단지리 유적처럼 집단적 

거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금강과 육로를 통해 웅진과 부

여를 잇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현지 집단에 소규모로 섞

여 배치되기도 하였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영산강 유역에서 활발하게 활

동한 왜인들과도 교류하였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의 전

방후원형고분과는 달리 횡혈묘가 사비기까지 조성되었

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것은 두 묘제의 의미가 달랐음을 

시사한다.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은 정치적인 기

념물로 사용된 현지 세력의 고분이지만 횡혈묘는 왜인들

의 백제 정착을 보여주는 무덤이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중하위 계층으로 백제와 왜의 

정치적·경제적 교섭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며 상주하

다 아예 백제에 정착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동성왕 호위

와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백제에 도래하여 

단지리와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도 하였지만 점차 그

들의 일파가 퍼지거나 이후 개별적으로 들어온 왜인들은 

웅진·사비 일원에 흩어져 현지 세력에 흡수되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隋書』 권81 열전 제46 동이전 백제 조. “其人雜有新羅高麗倭等亦有中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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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features and meanings of  the Yocoanabo (cave tombs) excavated in the Gongju and Buyeo 

regions were examined.

The creation of  the Yocoanabo in the Korean Peninsula was related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powers of  the 

Northern Kyushu (九州) and Yeongsangang (榮山江) River Basin played certain roles and maintained power in the 

interactions of  Wa and Baekje in the late 5th century until the early 6th century.

The people buried in the Yocoanabo in the Gongju and Buyeo regions are most closely related to the Buzen (豊前) 

area in northern Kyushu. They also interacted with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communities.

The Yocoanabo in Gongju and Buyeo confirms the settlement of  the Wa people. There were collective 

settlements such as the Danjiri (丹芝里) site on the outskirts of  Woongjin (熊津). However, most of  them were mixed 

with small local groups located on the main roads connecting Woongjin and Sabi (泗沘) through the Geum River and 

land routes.

Unlike the keyhole-shaped tombs of  the Youngsangang River Basin, the Yocoanabo was not built until the 

7th century. This explains differences in the backgrounds of  the two types of  graves. The people buried in the 

Yocoanabo are considered to have settled in the Baekje Kingdom and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practical work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negotiations between Baekje and Wa. They came to the Baekje Kingdom collectively in 

connection with certain historical events. However, it had been presumed that most of  the people came individually 

and dispersed to the local communities of  Gonju and Bu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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