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海岸地域 石室墓의 登場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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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고대 사회에서 연안해로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길이었다. 그 중에서도
남해안은 한반도 남부 사회 자체의 범위를 넘어 중국 대륙과 일본열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견지에서 봐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해남 군곡리 패총, 사천 늑도유적 등은 이러한 사정을 웅
변한다. 역사시대에도 다양한 정치체의 활발한 교류와 그에 따른 외래 요소의 등장은 해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인 삼국시대에 백제-가야-왜의
교섭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남해안 일대의 고분이다.
고분은 단순한 매장시설이 아니라 당시 정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기념물이라는 관점에
서 이글에서는 현지에 축조 전통이 없던 새로운 묘제인 횡혈식석실묘가 5세기 이후 등장하는
과정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해안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횡혈식석실묘의 등장 이전에
도 다양한 외래 묘제가 축조되었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 횡혈식석실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되었
던 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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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남해안 지역 석실묘의 등장 과정
1. 횡혈식석실 도입 이전의 양상
5세기 후엽 영산강유역에 九州系 횡혈식석실을 매장시설로 사용한 고총이 등장하기 직전인
5세기 중·후엽에 남해안에는 이러한 고총의 등장 배경을 고려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분이 축
조된다. 이러한 고분이 축조된 곳은 백제-서남해안-왜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과 관련되어 寄港
地에 해당하는 주요 지점으로 일본열도와 백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중계하며 성장한
세력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임영진 2011), 해남 외도(殷和秀·崔相宗 2001), 신안 안좌도 배널리
고분(이정호 2011) 등이 그러한 예인데, 거제 장목고분은 비록 횡혈식석실이지만 해로의 요충
지에 단독으로 축조된 점은 앞의 고분들과 유사하다. 앞으로도 비슷한 입지의 요충지에서 유사
한 고분이 더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고분들은 별다른 기반이 없었던 곳에 단독으로 조영되
며 갑자기 최상급의 위세품이 부장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무덤 피장자와 직접 관련된 현지 수장의 고분이 고총화된다. 외도와 짝을
이루는 해남 신월리고분(최성락・정영희・김영훈・김세종 2010)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향에 영향을 받아 기존 현지 세력 속에서도 고총을 축조하기 시작한다. 영
암 옥야리고분군에서 약간 벗어난 구릉에 위치한 방대형의 고총인 장동고분(국립나주문화재연
구소 2011)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영산강유역의 주요 세력이 북부규슈집
단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규슈계 횡혈식석실, 전방후원형고분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고총 단계
에 접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횡혈식석실이 등장하기 이전에 축조된 이러한 고분들의 매장시설은 북부규슈에서 5세기 전
반에 유행한 다양한 매장시설과 유사한 점이 있다(표 1). 고분시대 중기 전엽과 중엽에 해당하
는 이 시기에 규슈에서 유행한 매장시설로는 石棺系竪穴式石室, 箱式石棺, 初期橫穴式石室 등
이 있다. 석관계수혈식석실은 벽체를 고분시대 전기의 수혈식석실과 같은 축조기법으로 쌓았지
만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直葬하는 소형의 수혈식석실이다. 상식석관은 야요이시대 이래의 전
통적인 매장시설이다. 초기 횡혈식석실은 대형의 北部九州型 초기횡혈식석실 A류와 ‘竪穴系橫
口式石室’로도 불리는 소형의 北部九州型 초기횡혈식석실 B류로 나뉜다. 중기 전엽에는 석관계
수혈식석실 1식(4벽 모두 할석으로 쌓은 것), 상식석관 2식(가공 판석으로 짠 것), 석관계수혈
식석실 2식(단벽만을 판석으로 세운 것)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매장시설 중 서열의 상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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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후 상위의 매장시설은 초기 횡혈식석실로 대체되는데 후쿠오카현 서부에서는 老司고분
군과 같이 중기 전엽에 등장하지만 스에키 TK216형식 병행기 이후 증가한다. 후쿠오카현 동부
에서는 중기 중엽 이후 등장한다(重藤輝行·西健一郞 1995, 重藤輝行 2007).

<표 1> 남해안의 초기 왜계 석실
한반도 남해안의
매장시설

현실규모(길이×너
비×높이㎝)

벽석 및 축조방식

비고

北部九州의 유사사례

마산 대평리M1호분

3 4 5 × 4 4 ( 들 여 쌓 할 석 , 가 로 또 는 분구 자락 즙석, 즙석 福 岡 縣 萱 葉 석관계수혈식
기)~66×현60
세로 눕혀 쌓기
하 수혈식석곽 2기
古墳群2호
석실1식

고흥 안동고분

320×130~150× 할석, 세로로 눕혀 평면 사다리꼴,
福 岡 縣 七 夕 석관계수혈식
160
쌓기
즙석, 매장시설 위 적석 池고분
석실1식

해남 외도 1호분

210×63×60

단벽 1매, 장벽 2
매 판석 세워 쌓기

해남 신월리고분

270×74×50

단벽 1매, 장벽 2 분구전면 즙석, 현지 토 福 岡 縣 川 津 1
상식석관2식
매 판석 세워 쌓기 기 7점, 무기류, 철정
호분

신안 배널리 3호분

200×45×70

단벽 판석 1매, 장
벽 판상할석 눕혀
쌓기

大野城市 笹 석관계수혈식
原古墳
석실2식

영암 장동 1호분

300×100~110× 할석, 세로로 눕혀 현지, 외래계토기류
130
쌓기
원통형토기

福 岡 市 老 司 수혈계횡구식
고분
석실

福岡縣奴山
상식석관2식
正園고분

마산 대평리 1호분(朴相彦 2010)은 입지, 즙석, 벽석 뒤 적석, 벽석 사이의 철촉 부장 등 왜
계 요소가 보이는 고분이다. 수혈식석곽은 장폭비가 5.2로 평면 세장방형인데, 분구 자락 즙석
아래에 평면 세장방형의 수혈식석곽이 배치된 점, 5세기 중·후엽으로 추정되는 소가야계 토기
가 부장된 점으로 볼 때 왜계와 현지 묘제가 복합되어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흥 안동고분은 구조와 평면 사다리꼴인 점이 北部九州 석관계수혈식석실1식과 유사하지
만 규모가 크고 목관이 사용된 점이 다르다. 고흥에는 이전에 수혈식석실 축조 전통이 없다. 따
라서 가야지역의 수혈식석실에 일부 왜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 외도 1호분과 신월리고분의 매장시설은 판석만으로 짠 석실로 상식석관 2식과 유사하
다. 현지에 이러한 묘제가 없었고, 가야지역에도 소형만 일부(진주 내촌리유적, 하동 고이리유
적) 확인되므로 九州의 영향이 미쳐 나타났다고 봐야할 것이다.
신안 배널리 3호분은 석관계수혈식석실 2식과 유사하지만 장벽에 장대석이 일부 혼용된 점
은 현지의 석재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암 장동 1호분의 중심매장시설은 횡구식석실이다. 분구 중에 매장시설이 위치하여 시신
안치를 위한 묘도가 분구 위에서 입구 쪽으로 경사져 있다. 문틀은 없으며 묘도 벽은 거의 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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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입구에 단이 있으며 폐쇄는 할석으로 하였다.
평면 장방형의 횡구식석실은 영남지역과 일본 九州에서 보인다. 영남지역에서는 5세기 후
반에 주로 낙동강 동안지역에서 먼저 조영되었다. 횡구식석실은 한성기 백제에서도 보이는데
평면이 방형이다(홍보식 2009).
장동 1호분 횡구식석실의 평면이 장방형인 점은 백제 초기의 횡구식석실보다는 영남지역이
나 九州의 횡구식과 연계되었음을 시사한다. 영남지역 성립기 횡구식석실은 앞 시기의 수혈식
석곽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 평면 세장방형이고, 6세기 전반이 되어서 장방형으로 변화한다
(홍보식 2009). 한편 분구 중에 매장시설을 설치한 점은 낙동강 동안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으로 영산강유역과 일본열도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그리고 문틀이 설치되지 않고 할석으로
폐쇄하였으며 묘도에 석축 벽이 거의 없는 점은 횡구식의 초기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면 장동 1호분 석실은 이른 시기의 九州地域 횡구식석실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겠다.
한편 장동 1호분 횡구식석실에는 벽 구축의 편의성과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한 것
으로 추정되는 벽체 내부의 나무기둥 흔적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창녕 교동 3호분에서도 확
인되었다. 교동 3호분이 장동 1호분 석실보다 일찍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목곽묘 축조 전통
이 있는 지역에서 석곽을 축조하는 과정에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서로 직
접적인 영향 관계를 고려하기는 어렵다. 다만 목곽과 수혈식석곽이 유행한 가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축조 기술이고, 장동 1호분 석실 부장품 중에 함안계 고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야
묘제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횡구식석실은 영암 자라봉고분, 해남 만의총 3
호분으로 계보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고분 중에 대평리 1호분, 안동고분, 신월리고분에서 분구 즙석이 보인다. 분
구 즙석은 이후 5세기말 ～6세기 중엽의 영산강유역과 경남 서부지역의 고분에서 특정 분형에
관계없이 유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즙석 분구는 전방후원형 분구, 北部九州系 횡혈식석실, 하
니와형토제품 등의 왜계 요소와 함께 나타나므로 倭系 고분의 한 요소로서 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본 고분시대의 전방후원분과 남해안 지역 고분에서 보이는 즙석의 양상은 돌을 인다는 점
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호남서남부지역에서는 방대형분에 많이 보이고, 그것도 분정에 즙석하였
으며, 전방후원분, 원분의 즙석도 부분적이어서 즙석과 관련된 상징,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었다
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왜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거제 장목고분과 사천 선진리고분 바로 인근에 倭城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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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주목된다. 축조의 시대와 목적은 다르지만 이러한 고분이 축조된 지점이 왜인에게 해
상교통이나 내륙진출에서 요충지로 인식된 것을 시사한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남
해안에서 횡혈식석실 등장 이전의 왜계 고분의 존재를 파악하는 단서는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가지 거제 장목고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해남 외도고분, 신안 배널리고분 등 해안
의 독립된 지점에 축조된 고분에는 무기류가 주로 부장되고 토기는 한 점도 부장되지 않은 점
이 주목된다. 토기류를 사용한 부장의례가 행해지지 않았음을 반영하는데, 해남 신월리고분, 영
암 장동고분은 매장시설이 倭系라도 현지의 토기류가 부장된 점으로 보아 현지세력의 무덤으
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횡혈식석실이 등장하기 이전 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된 묘제는 현
지에서는 계통을 찾아볼 수 없는 외래적인 것으로 5세기 전·중엽 北部九州에서 유행한 다양한
묘제와 관련되어 있다. 다만 그러한 묘제는 가야를 거치면서 그곳의 요소가 반영되고 현지의
묘제도 추가되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왜계 묘제가 전남 해안지역에 등장한 배경으로는 백제와 왜의 교섭을 상정할 수 있
겠다. 4세기 중엽 近肖古王代에 백제와 교섭을 시작한 이후 왜 세력(九州勢力)은 4세기 후반에
서 5세기 초반 고구려의 남진에 따른 불안정한 정세에 백제의 요청에 의해 선진문물의 供與를
조건으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백제 왕권과 교섭을 하거나 군사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왜 세력이 해상 루트의 주요 길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요하게 여겼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전남 해안과 영산강유역이
주목을 받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고분의 축조는 피장자가 현지에 정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해안 일대의 왜계 고분의
피장자를 왜인 혹은 倭系人으로 본다면 그들이 남해안 여러 요충지에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왜계 고분은 무리를 이루지 않고, 현지에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생활한 흔적도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왜계 고분의 축조는 일반적인 묘제의 확산 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木船航海時代에 항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람이었으며, 연안을 떠날 수 없었다. 따라서
潮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남해안과 같은 다도해는 암초가 곳곳에 있고 유속이
빠른 곳이 있으므로 현지 사정을 꿰뚫어 보는 안내인이 있어야 한다. 왜 집단이 남해안 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 현지집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왜계 고분
은 왜인 혹은 倭系人이 현지 집단과의 관계 유지, 교역로 확보의 필요성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해안에 위치한 단독
구릉의 능선상에 입지하는 현상도 이러한 상징성의 극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왜 그 상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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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에 고분 축조가 유행하던 시기인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
다. 현지 집단도 왜인이나 倭系人이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에서 얻는 대가가 있었
으므로 이러한 고분 축조에 동의하였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계 고분의 피장자가 반
드시 왜인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교류의 필요성은 왜와 백제 모두에게 있었을 것이며, 현지집
단은 연안 항로 상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해상교역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백제,
왜 쌍방으로부터 위세품으로 금동관, 무기류 등을 받으며 현지사회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하여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해상교역에서 큰 역할을 한 이러한 연안항로상의 세
력을 포구세력으로 보기도 한다(강봉룡 2011). 그런데 묘제에서 백제의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남해안 해로를 통한 교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집단은 왜인들이었을 가능성
이 높다.
이 시기 왜계 고분은 위에서 살펴본 지역 이외에도 남해안 연안해로의 요충지 곳곳에 산재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여수반도, 남해도 및 거제도에서도 유사한 고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
된다.

2. 횡혈식석실의 등장과 전개 과정
남해안 일대에서 倭系의 수혈식석곽, 횡구식석곽이 간헐적으로 축조된 이후 5세기 후엽부
터 그러한 석실들과 연계되어 횡혈식석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北部九州型 석실의 영향을 받
아 축조되기 시작하였지만 현지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여기서는 등장기의 석실을 주로 분석
하며, 6세기 중엽경의 왜계 석실은 제외하였다.

1) 장목식
거제 장목고분(하승철·박상언·이주희 2006)은 석실이 반지하식인 점, 현실 평면형이 역
사다리꼴인 점, 현실과 묘도의 단차가 큰 점(60㎝ 이상), 현문 폭이 위로 갈수록 좁아드는 점,
입구벽에 문설주석 이외에 따로 석축이 없는 점 등과 더불어 철모를 벽면에 꽂는 장송의례 등
이 반즈카(番塚) 및 세키교마루(關行丸)고분 등 北部九州型石室에 가장 근접한 양상을 보인다.
조형이 되는 석실의 구조적 특징이 거의 유지된 이러한 導入型 석실은 영산강유역에서는 보
이지 않는다. 九州에서 경남 서부지역이나 영산강유역으로 오기 위한 첫 번째 길목인 거제도에
서 확인된 점은 주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성 송학동 1B호분에서 보이는 현지화된 원통형토기가 둘러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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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변화된 현상이 관찰된다(그림 2).

2) 조산식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徐聲勳・成洛俊 1984)은 九州 北部의 造墓工人이 건너와 축조한 移
植型 석실로 보고 있지만(柳澤一男 2006) 九州의 공인이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많은 차
이점이 관찰된다. 조산고분의 조형으로 거론되는 반즈카고분, 세키교마루고분과 조산고분의 구
축 속성, 장폭비, 역사다리꼴 형태 등의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2, 3). 특히 입구 벽에
보이는 문설주석 이외의 석축은 조산 고분 등 영산강유역 초기 고분에서만 보이는 특징으로 전
형적인 역사다리꼴 형태에서 장방형으로 변화해가면서 입구 쪽의 폭이 넓어져 판상석만으로는
입구벽을 짜기 어려워져 측벽과 문설주석 사이에 할석으로 벽을 쌓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
정된다. 또한 조산이나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이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연도가
접속되는 양상은 연기 송원리 석실에서 좌나 우로 약간 편재된 중앙연도가 확인되는 점, 공주
송산리식 석실이 주로 우편연도인 점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조산고분은 현문 문설주석이 장대판석으로 되어 있고, 현문 상하의 폭이 동일(60㎝)하며,
문설주석 위의 前壁이 발달하여 반즈카보다 형식학적으로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반즈
카보다 늦고 현실 장폭비가 유사한 세키교마루고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
다(그림 3).

<표 2> 반즈카고분과 조산고분의 차이점
비교속성

반즈카·세키교마루고분

조산고분

석실의 위치

반지하(생토70㎝정도 팜)

분구 중

문인방석 이하 입구벽

문설주석으로만 구성

문설주석 이외의 석축 있음

천장

안벽으로 갈수록 높아짐

균일한 평천장

현실묘도

단차 있음

단차 없음

현문위치

중앙

오른쪽에 편재

<표 3> 도입·발전형 석실 속성 비교
고분

현실안쪽폭/입구쪽폭

장폭비(장단축기준)

현문폭/입구벽폭

현문폭(㎝)

함평 신덕 1호

1.07

1.27

0.42

90~96

츠루미고분

1.08

1.44

0.34

68

광주 월계동 1호분

1.07

1.52

0.30

95

해남 창리 용두고분

1.09

1.51

0.25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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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복암리 ’96석실 1.10

1.58

0.33

80

해남 조산고분

1.10

1.69

0.30

60

거제 장목고분

1.21

1.81

0.27～0.41

40~60

세키교마루고분

1.27

1.60

0.26

60

반즈카고분

1.30

2.00

0.33～0.73

50~100(하단)

이와 같이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조산고분에서도 조형이 되는 北部九
州型石室과는 상당히 다른 요소가 보인다. 그렇지만 北部九州와 영산강유역 초기대형석실은 현
실 안벽 폭과 입구 벽 폭의 차이가 적어지며 평면이 방형화하고 현실도 높아지고 있어 변화의
흐름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후의 석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北部九州에서
조형을 찾기보다는 北部九州型石室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영산강유역에서 자체적으로 변형, 발
전해나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석실은 조형이 된 석실의 전체적인 속성을 유지하지만 석실이 축조된 현지의 요소를
가미하며 일부 속성을 변형하거나 발전시킨 發展型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로 매우 비슷한 해
남 조산고분과 창리 용두고분(국립광주박물관 2008, 그림 4) 이외에 복암리 3호분 ’96석실, 신
덕고분, 영천리고분이 해당된다.
발전형 석실의 성립에는 백제 왕권 및 금강유역 등 지방 세력과의 교섭도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3) 송학동-장고봉식
다양한 기원을 가진 속성이 조합되어 전혀 새로운 형식의 석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개
별적인 속성은 여러 지역에서 연원을 구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조형을
구할 수 없는 현지의 고유한 형식의 석실을 創出型1)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출형에 해당하는 송학동-장고봉식 석실은 현실의 장폭비가 2를 넘는 세장방형이
며, 문틀식 현문에 입구는 중앙에 나 있다. 연도와 현실의 천장석은 거의 단차 없이 이어지는
데 긴 연도의 천장은 입구 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해남 長鼓峰古墳(殷和秀·崔相宗 2001)이

1) 이상에서 언급한 도입형, 발전형, 창출형이 시차를 두고 일원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판단한 것(홍보식 2011)은
아니다. 도입형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창출형이 가장 늦게 나타났겠지만 모든 도입형이 발전형이나 창출형보다
이르다고 본 것은 아니다. 각 유형에 속하는 가장 이른 사례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형태의 변이가 심한 것으로
보아 외래계 석실 축조가 집단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유형이 공존할 가능성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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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예이며, 사천 船津里古墳(金奎運・金俊植 2009), 고성 松鶴洞 1B-1號石室(沈奉謹 외
2005), 고흥 동호덕고분(林永珍・趙鎭先 2000) 등 남해안 일대에 분포한다.

<표 4> 송학동-장고봉식 석실
석실

현실
길이

연도
장폭비

길이

높이

현실천장높이/
연도천장높이

너비

높이

해남 장고봉고분

460

240~210

190~180

2

400

165~100

1.12

고성 송학동1B-1호

670

200

150

3.35

330

130

1.15

사천 선진리고분

570

227

170~200

2.25

334

150

1.2

고흥 동호덕고분

720

150

120

4.8

130

?

차이 적음, 미발굴

해남 장고봉고분의 석실은 현실의 장폭비, 문인방석 위의 전벽이 매우 낮은 점, 基石을 사용
한 점, 벽면에 주칠을 한 점 등이 반즈카고분과 유사하다. 반면에 석재가 판상석이고, 긴 연도
가 접속되어 있으며, 문설주석 양측에 석축이 되어 있고, 현실과 연도의 천장석이 단차 없이 이
어지는 점은 北部九州型石室에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그림 5).
경남 서부 해안에 위치하는 사천 선진리고분, 고성 松鶴洞 1B-1號石室은 연도와 현실의 천
장석 연결 상태, 현실의 단면, 세장방형 평면, 朱漆 등이 장고봉고분과 유사하지만 각자 현지적
인 특징과 왜계 요소의 선별적인 적용으로 변이가 심한 편이다(그림 6, 7). 예를 들어 松鶴洞
1B-1號石室은 장폭비가 3.35를 넘는 세장방형으로 이 지역의 전통적 묘제인 수혈식석곽의 평
면형2) 을 따랐으며, 휘장을 설치하기 위한 철못, 목제 선반은 다른 고분에는 보이지 않는 倭系
요소이다(沈奉謹 외 2005).
현실 평면이 세장방형이고 현실과 연도 천장석의 단차가 작은 점은 수혈식석곽 축조 전통
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가야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세장방형 횡혈식석실은 새
로운 사회적, 이념적인 요구에 따라 전 단계의 묘제인 세장방형 수혈식석곽 축조기술을 토대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山本孝文 2001, 河承哲 2005). 그런데 출현기의 세장방형 석실은 倭
系 요소와 현지의 수혈식석곽 축조 전통이 뚜렷하지만 확산기의 석실은 현실 평면이 방형화되
며, 현실과 연도 천장의 단차도 커진다. 또한 현실 입구가 문틀식이 아닌 開口式인 석실이 증가
한다. 고성 송학동 1C호분 석실·내산리 34호분, 진주 수정봉 2·3호분, 진주 무촌 2丘 2호 석
실, 고성 연당리 18·20호분, 의령 중동리 4호 석실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석실은 현지의 수

2) 1B-1호 석실에 선행하는 1A호분의 수혈식석곽 9기의 장폭비 중간값은 5.57이다.

78

2011.indb 78

제3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11. 12. 5. 오후 1:49

혈식석곽을 기본으로 橫穴의 개념이 적용되어 등장한 것은 출현기 석실인 송학동 1B호분 1호
석실과 마찬가지이지만 倭系 요소 대신 대가야를 통한 백제 석실의 요소가 반영되어 등장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같은 소가야 권역에서도 지리적 위치, 축조집단의 성격, 시기에 따라 약
간 다른 유형의 석실이 조성되었다. 고성 송학동·내산리고분군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모두 보
이고 고성을 정점으로 한 소가야 세력의 범위 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므로 송학동유형(하승철
2005)으로 묶을 수도 있겠으나, 현실 입구 형태, 현실과 연도 천장의 높이 차이, 벽체 구축 방
법, 관의 종류에서 차이가 나므로 주로 대가야의 세력 확산에 따라 유행한 개구식 세장방형 횡
혈식석실은 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홍보식 2011). 확산기에 문틀식 현문
을 보이는 석실은 고성 내산리 6호분 정도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장고봉식은 北部九州系, 군마(群馬)縣 서부계, 히고(肥後)계의 공
인이 각 요소를 조합하여 창출한 것(柳澤一男 2006)이라기보다는 수혈식석곽이라는 가야 묘제
를 바탕으로 왜계 묘제의 일부 요소를 접목하여 나타난 송학동식 석실이 남해안의 해상루트를
따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서남해안 지역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
리적이다. 수혈식석곽과 왜계 요소가 접목되어 새로운 석실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소가야일
가능성이 높지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알고 있는 지역에서 전혀 새롭게 먼저 창출되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송학동 1B-1호 석실이 장고봉석실보다 반드시 이르다고 할 수
는 없다.
왜와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으므로 문틀식 현문구조, 벽석 하단에 장대석을 사용하는 점 등
이 남해안 초기석실에 나타난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다만 현지, 백제, 九州地域 석실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받아들이는 집단이 어느 쪽의 요소를 더 중요시
하였는가에 따라 속성의 선택, 적용의 강약이 달라져 조금씩 변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송학동-장고봉식과 같이 백제나 왜에 없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III. 남해안 지역 횡혈식석실의 등장 배경

3)

그렇다면 5세기 말～6세기 전반 경남 서부 남해안 일대와 영산강유역에서 누가 횡혈식석실
을 도입하였고, 새로운 묘제를 도입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남해안과 영산강유역에서

3) 이 절은 김낙중 2008・2009b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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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서 횡혈식석실이 등장한 이후 한 세기 이상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거의 한 시점에 급격히 유행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횡혈식석실이 도입되는 데는 일
반적인 사회정치적 변화, 백제(왜) 왕권과의 정치적 관계 변화는 물론이고, 일정 시기에 한반도
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축조 주체
1) 왜래 고분 축조 계기
한반도에 외래의 새로운 묘제가 나타나게 된 계기와 양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외부 사람의 이동과 정착을 들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도 造墓工人을 포함한
집단의 이주와 지배집단간의 요청에 의한 공인만의 이동을 상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교류에
의한 물건 및 정보(아이디어)의 이동 또는 전달을 생각할 수 있다. 모형이나 설계도면, 관찰 기
록이나 기억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난 외
래요소가 현지에 정착하면서 시・공간적으로 확산된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외래요소가 기
원지에서의 형태와 의미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상징이나 의례와 관련된
것은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전달되기도 한다. 또한 형태도 취사선택을 통해 단순화되거나
변형되어 원형을 추정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그리고 외래요소는 다양한 곳에서 기원한다. 자
연스러운 문화 교류 이외에 정치적인 성격이 개재되면 이러한 다원성은 더욱 복잡해진다. 또한
이렇게 기원을 달리하는 외래요소는 그것을 수용한 현지에서 복합되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요소는 기원지로 역수출되기도 한다. 외래의 새로운 묘
제의 축조 주체는 이러한 외래요소의 전파 계기 및 양상을 고려하면서 추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식의 매장시설인 석실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 등 장제
까지 모두 그것에 수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피장자가 그러한 묘제를 원래 사용하던 집단의
일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말한 도입형 석실은 몰라도 창출형 석실의 피장자는
더욱 그렇다.
墳形과 규모도 피장자와 관련 있을 것이다. 새로운 매장시설과 조합된 분형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전방후원형으로 중대형 고분에 채용되었다. 원분은 주로 소형이다. 전방후원형고분
및 초기횡혈식석실의 피장자를 거의 모두 倭系人物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朴天秀 2002) 현지
의 매장시설인 수혈식석곽을 사용하다가 분구를 확장하며 외래의 새로운 매장시설을 도입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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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고성 송학동고분과 같은 대형고분의 피장자는 현지수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구의 규모와 관련하여 중소형분의 피장자는 九州北部와 영산강유역·소가야의 諸勢力間
의 교류 속에서 定住한 北部九州系倭人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형분의 피장자는 倭系도 있겠지
만 현지수장도 있을 것으로 본 견해(柳澤一男 2006)가 있다. 그런데 中小級 고분 피장자가 정
주지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세력의 지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상정된
다. 예를 들면 거제 장목고분의 경우 배후에 그 지역 토착세력의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舊永里
古墳群이 있다. 장목고분 피장자는 이러한 現地首長層의 비호 아래, 고분의 입지에서 알 수 있
듯이 해상교통로를 이용하여 소가야의 對倭交涉에 일조했던 왜인일 가능성이 있다(하승철 외
2006). 석실의 구조, 의례 행위 등에서 나타나는 왜계 요소를 고려할 때 장목고분 피장자가 왜
인일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장목고분은 구영리고분군에 비해 소형이고, 단독으로 축조되었으
며, 동일한 시기에 생활터전을 공유한 점으로 보아 현지세력과 유리된 채 활동할 수는 없고 현
지 수장의 비호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장목고분 피장자의 최종적인 비호 세력은 동일한 형식
의 원통형토기를 사용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소가야의 중추세력인 고성 송학동고분군 축조집단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왜인이 현지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반도와의 교역이
상시적이고 장기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역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왜인이었으며 현지집
단은 교역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러한 집단을 통해 왜, 백제와 교류하며 현지에서 조정할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해남 일대에서도 이렇게 중소급 수장의 거점 역할을 한 前哨地域으로 상정할 만한 곳들이
확인되었다. 우선 들 수 있는 사례가 북일면의 외도이다. 외도고분에서는 5세기 전반대의 三角
板革綴板甲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고분을 축조한 집단은 나중에는 해남 장고봉고분 축조집단을
배후세력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해남 조산고분은 백포만 연안을 배경으로 하는 중소 지역공동체의 수장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군곡리패총으로 알 수 있듯이 남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요충지로 영산강하구
에 가깝다. 이러한 입지는 나주 복암리세력 등 내륙에 근거를 둔 유력 집단의 교두보 역할을 할
만한 조건이 된다. 그런데 조산고분의 석실은 발전형으로 피장자가 현지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남 만의총 고분에서도 현지는 물론이고 신라, 가야, 왜계의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
되어 옥천면 일대가 국제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임을 시사한다(동신대학교문화박물
관 2009).
고분이 대형일수록, 부장품의 계통이 다원적일수록 피장자는 현지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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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겠다.

2) 교섭의 파트너
한반도 서남부에 진출한 이들 왜인을 통해 현지세력이 교섭한 왜의 파트너는 한반도계 유물
이 부장된 우메바야시(梅林)고분, 반즈카고분 등 北部九州型石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고분들
에서 출토된 榮山江流域産(系) 토기는 고총 옹관분 단계의 토기형식에 해당하고, 앞선 단계에
이미 北部九州와 교섭한 흔적이 고흥 안동, 해남 외도, 신안 배널리 묘제에서 보이므로 北部九
州勢力이 횡혈식석실과 함께 영산강유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 왜에 들여간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따라서 고총 옹관분 단계 이전에 九州에 건너가 정착한 영산강유역계 집단을 매개
로 北部九州勢力이 영산강유역 세력과 본격적으로 교섭하는 과정에 정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산강유역에 北部九州系 초기대형석실이 조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일본열도 내 北部九州系石室의 양상
영산강유역과 남해안지역 왜계 석실의 축조 주체를 살피는데 일본열도 내 北部九州系石室
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北部九州 이외에도 일본열도 각지에는 北部九州系石室
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石室은 九州의 영향이 미쳐 나타난 것이지만 畿內를 비롯한 여러 지역
의 정보를 받아 현지에서 독자형태를 갖추어나간다. 北部九州系石室은 바닷길을 이용하기 편리
한 연안지역에 집중하여 나타난다. 또한 畿內 및 畿內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쉬운 지역과
구심력이 강하고 자기완결적인 지역세력 사이에서 중립적 지역성을 가지는 곳(‘接觸地域’)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곳에서는 외래 정보의 集積과 정보의 混成 현상이 일찍 보이며 주변에 영향
을 미친다. 그러나 같은 北部九州系石室이라고 하여도 개별 사례 사이에는 상호 관련성이 엷어
바닷길을 매개로 한 산발적 전파로 도입되었으며 정보의 연원지가 다양하였음을 보여준다(鈴
木一有 2001).
이처럼 九州系 석실의 전파와 확산은 전파의 계기와 방법, 전파한 곳과 받아들인 집단의 정
치·사회적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역별로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杉井健
編 2009)(표 5). 이러한 양상은 남해안, 영산강유역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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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본열도에서 九州系橫穴式石室의 전파 양상(杉井健 編 2009)
地域

전파양상

필자

山陰

패턴1(伯耆서부와 宗像): 똑같은 구조의 석실, 현지에서 독자 전개, 九州에서 이주 등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전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적인 관계, 그리고 현지화
패턴2(出雲동부와 肥後): 묘제 전반에 九州의 영향이 미치나 지역적으로 變容된 석실. 지역집
角田德行
단·수장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에 의한 전파
패턴3(出雲서부와 동부): 인접지역의 (九州系)석실의 요소를 가진 석실. 九州 이외의 지역집단
간 관계에 기초한 九州系 석실의 전파

近畿

직접형(단발): 九州지역 횡혈식석실이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고 또한 전파에 시간을 요하지 않으
며 近畿지방에 직접적으로 전파된 것
연쇄형: 九州지역의 횡혈식석실이 四國·中國지역을 경유하며 형태를 變容하면서 시간이 걸려
近畿지방에 전파된 것
太田宏明
융합: 직접형의 전파에 의해 도입된 九州지방의 횡혈식석실유형과 近畿지방의 횡혈식석실유형
쌍방의 영향 하에 성립한 것
정착: 九州지방에 기원을 가진 석실이 전파하여 近畿지방의 현지형 횡혈식석실로 變容을 마쳐
독자의 규범과 분포권을 확립한 것

4) 왜계 석실의 피장자와 역할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영산강유역과 남해안지역에서 보이는 초기석실의 被葬者는 대외
교섭을 직접 수행한 倭(系)人(장목, 선진리)-배후 또는 주변의 중소 현지세력(해남 조산・용두
고분 등)-광역공동체의 중추적 大首長(고성 송학동, 해남 장고봉)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상정된
다. 중소형 원분에 묻힌 倭(系)人은 해상 교통로를 통해 九州를 중심으로 한 일본열도와 백제·
영산강유역 및 가야 양쪽의 수장들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왜에게는 선진문물 입수를 위한 대
한반도 교섭, 백제에게는 군사지원을 받기 위한 對倭交涉에서 선봉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고
분의 입지가 각 현지세력의 거점으로 연결되는 해안인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의 활동과
현지 정착과정에서 배후 및 주변의 중소 현지수장급 무덤에도 왜계 요소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런데 단독으로 조영된 중소형 왜계 고분의 피장자가 모두 왜인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초
기 왜계 석실은 연안 해로에 가까운 구릉의 능선 위에 눈에 띄게 단독으로 조영된 점이 주목되
는데, 이것은 항해 과정에 왜인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한 것일 것이다. 아마도 해당 지역집단과
협력 및 동맹의 관계가 있음을 상징하는 표지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런 경우 피장자가 반드
시 왜인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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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장의 배경
1) 영산강유역·경남해안세력의 처지와 한계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반에는 석실의 구조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제 왕권-왜왕권으
로 직접 이어지는 축이 있고, 각 왕권이 아직 직접적으로 관할하지는 못하지만 상호 교섭에 매
우 중요한 중간지역에서 北部九州型(系)石室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北部九州型(系)石
室은 百濟王權-榮山江流域·慶南海岸勢力-北部九州勢力-畿內周緣有力勢力-倭王權으로 이어지
는 교섭 루트에서 北部九州勢力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한반도와 일본열도 내에서 각 왕권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에 분포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北部九州勢力과 그의 한
반도 내 파트너인 榮山江流域·慶南海岸勢力이 백제·대가야-왜 왕권의 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영산강유역 세력과 서부경남의 가야세력은 백제나 대가야의 적
극적인 진출에 의한 직접적 지배의 용인보다는 九州勢力과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서 독자적
인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협력적 파트너였던 北部九州의 묘제가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초기의 횡혈식석실분은 단독으로 조영되며, 조산식이나 송학동-장고봉식과 같이 하
나의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석실도 있으나 규제에 의한 규격화를 보이는 정
도는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석실의 계보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이것은 개별
적으로 횡혈식석실분을 조영한 지역집단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만큼 광범위에 세력이 미치는
핵심적 집단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전방후원형고분의 등장 배경
한편 남해안 일대에서 등장하는 九州系 횡혈식석실 중 해남 장고봉고분과 창리 용두고분은
분구가 전방후원형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전방후원형고분의 축조에는 많은 요소로 구성된 일정
한 축조 규범 중 극히 일부만이 취사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 즉, 왜계 세력이 자기 집단의 생사
관, 정체성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구현했다기보다는 어떤 사정 때문에 영산강유역세력이 다른
지역의 특징적인 것만 받아들여 두 지역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활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에 보이는 取捨選擇的 현상을 이해하는 데 타당한 관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영산강유역 세력은 전방후원형이라는 이질적인 분형까지 도입한 것일까? 영산
강유역보다 약간 늦게 가야지역에 나타난 왜계 고분에는 즙석과 같은 倭的인 요소가 일부 도입
되었으나 분형이 전형적인 전방후원형을 띤 것은 한 기도 없는 점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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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 후반 이후 영산강유역세력은 위세품 등을 통하여 볼 때 이미 백제화가 진전되고 있었
지만 領域化에는 일정한 거부감이 있어 백제 왕권과 정치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
다. 그런데 그동안의 一對一(반남-백제 왕권)의 안정적 동맹관계가 붕괴되어 백제가 과도적으
로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게 되면서, 영산강유역 각 집단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추정
된다. 이 단계에 반남을 대신할 대안세력이 複數化되어 분열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영산강유역
諸集團은 백제의 새로운 우위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쟁하면서도 직접지배는 거
부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영산강유역세력이 왜의 지역 세력을 개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왕권도
고구려의 침략에 의한 남천 이후 아직 영역화를 통해 영산강유역세력을 제어할 충분한 힘이 없
었으며, 동성왕의 즉위 과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왜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므로 한반
도 서남부지역에서의 왜의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방후원형고분의 축조는 왜에 대해 對韓半島 교섭의 우선적 파트너임을 표상하는 행
위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전방후원형고분이 기존의 묘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아예 고분이 존
재하지 않던 지역에 축조된 것은 이러한 상징성의 극대화와 관련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
와 같이 전방후원형고분은 영산강유역세력이 백제왕권과의 거리 유지의 표상, 왜의 지역 세력
과의 정치적 유대의 상징으로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교섭한 왜는 倭王權이라기보다는 中北部九州一帶에서 통합력을 높여가며 독자적으로
교섭·교역을 계속하던 ‘이와이(磐井)정권’일 가능성이 있다. 百濟王權-榮山江流域勢力-慶南西
南部海岸地域의 加耶勢力-中北部九州地域勢力-倭王權으로 이어지는 틀 속에서 영산강유역세
력과 北部九州勢力이 차지한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과 이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전방후원형고
분의 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왜의 사정
일본열도 정치세력은 한반도 남부지역의 낙동강유역집단과 교역·교류하다가 5세기 후반
이후에는 영산강유역집단으로 파트너를 바꾼 후 철소재의 공급 등을 매개로 상호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영산강유역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된 배경으로는 신라의 낙동강유역 진출, 왜국
에서 九州勢力(筑後·肥後勢力)의 신장, 왜의 백제와의 교섭 활발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白石
太一郞 2003).
이렇게 신라 및 백제의 가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鐵素材를 원활히 수급할 수 없게
된 왜에서는 그동안 鐵素材 확보를 위한 대외적 군사행동을 축으로 맺어졌던 聯盟에 지역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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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성이 급감함에 따라 6세기 전엽에서 중엽에 걸쳐 왜왕권의 구심
력은 저하하여 정치지배질서가 흔들림으로써 有力層 상호간의 패권쟁투가 이어졌다(松木武彦
2005). 즉, 새로운 선진문물의 창구를 선점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九州의 지역집
단뿐만 아니라 야마토왕권도 빠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繼體期를 중심으로 한 일본열도 내의 정치적 변혁을 배경으로 영산강유역에 전방후
원형고분이 등장하였다고 해도 야마토왕권과 직접 관련시키는 것은 매장시설인 北部九州系石
室 등으로 보아 무리가 있다.
지역 세력에 대한 유연한 정책과정에서 등장한 北部九州勢力은 백제 왕권-야마토 왕권의
직접적인 교섭이 미약했거나 약화된 상황을 이용해 별개의 또는 이를 보완하는 대한반도 교섭
루트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백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거리를 유지하
고자 한 영산강유역집단의 일부 세력이 外部 威信으로 이러한 北部九州勢力을 이용하게 되면
서 한반도 내 파트너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강유역세력, 일본열도 내의 北部九州勢力
및 北部九州系石室이 분포하는 지역의 세력은 백제와 왜 왕권에 완전히 종속적이지 않았으며
대립적이지도 않았다. 단지 정세의 변동기에 두 왕권 사이에서 실리를 좇는 방법을 모색하였으
며 그것이 영산강유역-九州-倭王權 외연의 北部九州系石室을 사용한 지역(若狭 등)을 엮어준
배경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본다.

IV. 맺음말
최근 조사에 따르면 5세기 후엽 영산강유역에 九州系 횡혈식석실을 매장시설로 사용하는
고총이 등장하기 직전인 5세기 중엽에 남해안에는 이러한 고총의 등장 배경이 되는 왜와 관련
된 흔적이 나타난다.
묘제와 부장품으로 보아 왜계로 추정되는 고분이 고흥 안동고분, 해남 외도, 신안 안좌도 배
널리고분과 같이 해로의 요충지에 축조된다. 倭와 백제의 교역에 직접적으로 종사한 倭(系)人
의 활동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입지의 해상교통로 상에서 유사한 고분이 더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이러한 무덤 피장자와 직접 관련된 현지 수장의 고분이 고총
화된다. 외도와 짝을 이루는 해남 신월리 방대형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
향에 영향을 받아 기존 현지 세력 속에서도 고총을 축조하기 시작한다. 영암 옥야리고분군에서
약간 벗어난 구릉에 위치한 방대형의 장동고분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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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강유역의 주요 세력이 北部九州集團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규슈계 횡혈식석실, 전방후원형
고분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고총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한성의 함락으로 백제 왕권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영산강유역 집단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누려온 문화적, 경제적 독립성에 더하여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수 있
는 여지가 생겼다. 철소재 입수를 매개로 맺어졌던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붕괴되면서 한반도와
유사한 정치적 변화를 맞이한 왜의 九州地域 집단은 영산강유역 집단과 마찬가지로 세력을 신
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하류의 가야를 대신하여 왜와의 선진문물 교류의 거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소가야와 영산강유역의 각 지역 집단은 백제, 신라, 대가야 등 인
접한 국가뿐만 아니라 九州地域 집단과 교섭 및 교류를 주도하며 새로운 세력화를 시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섭의 한 축이었던 九州의 北部九州系 횡혈식석실을 매장시설로 하
는 본격적인 고분이 남해안과 그에 가까운 영산강유역, 서부경남지역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
다.
당시 백제는 왜와의 직접 교류를 강화하였고, 가야도 아직 왜와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일본열도에 중점을 둔 집단은 왜와의 교류에 따른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본열도 내
특정 집단과의 상호 연계의 강력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가야지역에 倭
系 석실분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대외교역 주도권의 경쟁에서 비롯된 가야지역 여러 집단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을 것이다. 다만 가야지역의 왜계 매장시설의 분구에 전방후원형을 채택하
지 않은 것은 가야의 분구 조성 전통이 왜와 다르고, 전방후원형 분구를 통해 상징하고자 할 정
치적인 이유가 없었으며,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왜보다 백제가 더 강력하였기 때문이
었을 것이다.
소가야와 영산강유역 사이에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그것은 백제-영산강유역, 대가야소가야와 같은 정치적 관계가 크게 내재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의 토기류만 일부 무
덤에 부장되고 정치성을 띤 위세품은 없는 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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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 대상 고분(● 횡혈식석실, ■ 수혈식석실, ◆ 횡구식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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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제 장목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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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남 조산고분

┃그림 4┃ 해남 창리 용두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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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남 장고봉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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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천 선진리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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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성 송학동 1호분과 1B-1호 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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