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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6세기 경남 남해안 일대에는 倭系石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이에 그 축조배경
과 피장자 출신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倭系石室이 축조된 경남 남해안
일대와 그 주변지역의 재지고분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에 본고에서는 倭系石室과 재지고분의 기본 구조를 비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석실
내부에서 베풀어진 매장관념과 고분군 형성 문제를 분석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이에 A유형과 B유형은 재지고분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았고, C유형과 D유형
은 日本 九州지역 고분과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유형들은 시간 흐름에 따른 어
떤 변화나 전개양상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 보다는 각 유형에 속한 고분 축조 집단과 인
물의 성격과 역할을 반영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피장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고성 송학동1B-1호분의 피장자는 남해안 일대 대외교역의 주도권을
행사한 고성지역 최고수장으로 보았고, 의령 경산리1호분의 피장자는 대가야와 관계
된 대외교류 활동에 종사하면서 새로이 등장한 집단의 수장으로 보았다. 의령 운곡리1
호분과 사천 향촌동Ⅱ-1호분의 피장자는 日本 九州지역 有明海연안 출신의 인물로 보
았고, 水系를 통한 교역 활동에 종사하여 가야 멸망 이후까지 지속된 집단으로 평가하
였다. 거제 장목고분과 사천 선진리고분의 피장자는 日本 北部九州지역 출신의 인물로
보았고, 당시 가야-倭 교류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업무를 수
행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주제어 :	왜계석실, 재지세력, 일본 구주, 피장자, 역할, 고분군, 단발조영, 연속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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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전방후원분이 분포하는 전남 영산강유역을 비롯하여 경남 서부 내륙지역 및 남해안 일
대에 분포하는 倭系石室은 한·일 양국의 고분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
고, 실제 그 성과도 다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장자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끊
이지 않고 있다.
전남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의 피장자는 왜계백제관료설(박천수 2010), 왜인독자설(홍
보식 2005), 귀향마한인설(임영진 2005),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재지수장설(박순발 2000;
土生田純之 2008; 김낙중 2009), 백제에 복속된 재지수장설(신대곤 2001; 우재병 2004)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나 당시 가야권역에 해당하는 경남 남해안 일대의
倭系石室은 가야와 日本 九州지역과의 교섭활동(박천수 2003) 또는 재지수장층과의 긴밀
한 관계에 의한 것(하승철 2005; 홍보식 2006)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倭系石室은 造山式, 月桂洞式, 長鼓峰式, 鈴泉里式으
로 세분화되나 그 절반 이상이 日本 北部九州型石室과 가장 유사한 조산식(김낙중 2009:
115)에 포함되어 대체적으로 비슷한 계보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
石室은 단 6기에 불과하지만 석실 구조와 고분 입지 상에서 각각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
이 특징이다. 이에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은 그 출현배경과 피장자의 성격, 재지고분
과의 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품은 상태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까지는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이것과 관련하여 한반도
남부지역 倭系石室의 분포유형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한 연구가 시도된 적이 있으나
(김규운·김준식 2010),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비교·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우선적으로 당시 재지고분 내 매장시설(석곽, 석
실)과 倭系石室 간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
별 특징과 계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종국적으로는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
室의 출현배경과 피장자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쟁점
경남 남해안 일대 고분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倭系石室로는 거제 장목고분, 고성 송
학동1B-1호분, 사천 선진리고분, 사천 향촌동Ⅱ-1호분, 의령 경산리1호분, 의령 운곡리
1호분이 있다. 이 외 마산 진동 대평리M1호분도 고분의 입지와 葺石시설, 출토유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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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장자가 倭人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매장시설의 훼손이 심하고, 묘제의 성격이 소
형 수혈식석곽에 해당하여 본고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고분의 상세 분포 양상은 의령지역에 위치하는 2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해안 일
대의 해안가 부근에 위치하는데, 내륙에 해당하는 의령지역의 2기 역시 낙동강과 남강변
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1

거제 장목고분

2

고성 송학동1B-1호분

3

사천 향촌동Ⅱ-1호분

4

사천 선진리고분

5

의령 운곡리1호분

6

의령 경산리1호분

<그림 1>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분포도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과 관련한 기왕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석실 내부에서 확
인되는 倭系要素(표 1 참조)를 日本 九州지역 석실과 비교하여 그 계보를 구한 후, 피장
자의 출신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고분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파악하였다. 이에 단독입
지에 해당하면서 日本 九州지역 석실과 가장 유사한 거제 장목고분의 피장자는 倭人으로
보는 것에 큰 이견이 없으나 이 외 나머지 5기의 고분은 그 피장자의 출신을 두고 연구자
마다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논란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倭系石室이면서 고분군을 형
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석실 내부에서 신라·가야토기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란은 倭系石室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석실 구조와 매장행위 자체에 집중하
지 않고, 倭系要素를 포함한 주변의 상황, 즉 출토유물 등에 강한 의미를 부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倭系石室 문제는 실제로 석실의 조형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만약 복합
적으로 나타난다면 과연 어느 지역과 더 유사한지, 어떠한 메커니즘(mechanism)에 따라
축조되었는지, 특히 재지수장층 묘제 형식과 연속적인 선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
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연구는 현재와 같이 ‘재지고
분에 倭系要素가 일부 표현되었을 뿐이다.’ 이상의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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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피장자의 성격에 관한 견해
연구자

피장자의 성격에 관한 견해

조영현(2004)

석실 내에서 倭人과 관계된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고, 묘제와 정치적 관계가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분
에서 倭系要素가 확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피장자를 倭人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지수장층에 해당한다.

하승철(2005)

고분축조의 연속성, 고분의 외형, 매장시설, 부장유물의 상관관계에 따라 거제 장목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재지수장층에 해당한다.

박천수(2006)

日本 九州지역 출신의 倭人들이 대가야의 통제 속에서 對倭, 對百濟, 對新羅와의 교섭과 견제 등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활동한 인물에 해당한다.

홍보식(2006)

석실의 구조가 각기 다른 것은 피장자의 다양한 출신과 관계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동시기에 축조되었다. 이에 지역 간의 교류에 목적을 둔 日本 九州지역 출신의 倭人에 해당한다.

柳澤一男(2006)

매장시설의 구조를 이식형과 복합형 석실로 구분하여 고성 송학동1B-1호분과 사천 선진리고분은
재지수장층, 의령 운곡리1호분과 경산리1호분은 한반도에 정주한 倭人, 거제 장목고분은 해상 교역로상에
위치한 日本 北部九州지역 출신의 倭人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의령 운곡리1호분의 경우 시상의 축조 순서에 따라 가야-신라토기가 연속
해서 확인되었고, 반대로 내부에서 피장자를 倭人으로 상정할만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
다. 이에 반해 석실은 평면형태와 시상구조 등으로 볼 때 日本 九州 有明海연안에서 축조
된 석실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운곡리1
호분의 피자장자는 倭人이 될 수도, 재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倭系石室’이라는 매장시설의 중요성과 석실 내부
1)

에 베풀어진 ‘葬’(일종의 매장관념) 의 연속성이다. 부장품은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이지
만 추가장이 가능한 석실의 경우는 고도의 축조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더욱이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건너온 것이라
면 조묘 공인이 파견되어 직접 축조에 관여하였거나 만약 재지수장층의 주도로 이루어졌
다하더라도 상세 설계도면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가
능하다. 따라서 석실 내 倭系要素 중에서 석실 기본 구조와 직접 관계된 것들은 큰 의미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석실 내 매장관념의 연속성은 바로 시상구조 및 배치, 목관 사용여부 등과 밀
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재지수장층의 주도하에 倭系石室이 축조되었다면 교류 목적에 따
라 외부 묘제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고, 그 피장자 역시 재지수장층이었
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피장자 이후에도 이러한 장법에 따라 수 십 년간 추가장이
이루어졌다면 그 의미가 다르다. 물론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의 지속성 문제가 있어 다소

1) 죽은 자를 매장하는 행위를 ‘葬’이라 하고, 죽은 자를 매장하여 떠나 보낸다는 뜻을 ‘葬送’이라 한다(권오영 20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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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양상이나 일단 단순 교류 목적에 따라 재지수장층에 의해 倭系石室이 축조되었
다면 일회성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소개한 의령 운곡리1호분 경우 최초 축조 당
시 단 번에 ‘ㄷ’자 시상배치를 하여 이후까지 사용하였다면 모를까 발굴조사에서는 4개의
시상이 시간을 두고 배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최초에 적용된 매장관념을 수 십
년간 그대로 이어오면서 지금의 운곡리1호분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그 동안 倭系要素에만 집중하여 倭系石室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재지 묘
제를 중심에 두고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현재 일부 倭系石室 중 주변에서 재지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문제 축조 배경에 재지 세력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든 경남 남해안지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지
금까지와 같이 몇몇 倭系要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석실 기본 구조 또는 축조 메커니즘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이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연구는 이제 더 이상의 의미를 찾
기가 어렵다. 석실 내외부에 표현된 倭系要素 자체가 특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일부에 불과하고, 대신 석실을 축조할 당시의 최초 기본 계획이 어떠하였느
냐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지
고분과 倭系石室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석실의 기본 형태가 둘 중
어느 곳에 더 충실하고 있는지와 실제 매장관념은 어느 쪽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Ⅲ. 유형 분석
1. 유형 설정
분류상의 가장 큰 기준은 재지 고분과 매장시설의 기본 구조상에서의 유사성이고, 두
번째는 석실 내외부에서 베풀어진 매장관념(피장자 안치와 관계된 시설 및 행위)의 유사
성, 마지막으로 일정한 범위의 묘역을 갖추면서 지속적인 고분 축조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고분군 형성 여부를 분류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경남 남해안 일대 고분에서 확
인되는 倭系要素와 석실의 속성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 2·3>과 같고, 주변 재지고분을
분석하여 그 반영 정도를 따지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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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남 남해안 일대 고분에서 확인되는 倭系要素
위치

倭系要素

석실
내부

주요지역

玄門施設

문주석, 문미석, 문지방석, 문비석으로 이루어진 문틀시설

胴張平面

석실 양단벽보다 중심부가 더 넓어 배가 부른 평면형태

梯形平面

석실 후벽이 전벽보다 넓은 사다리꼴 평면형태

九州(北部)지역

八字羨道

연도 평면형태가 ‘八자’ 상으로 벌어짐

九州(北部)지역

腰石

장대석을 벽면 최하단석(또는 측벽석)으로 사용

九州(北部)지역

朱漆

석실 내면에 朱를 칠하여 도포

九州, 近畿지역

석실 벽면에서 내부공간으로 돌출해 있는 납작한 석재(목재)

九州 有明海연안

石棺

石屋形석관, 石障形석관

九州 有明海연안

葺石

완성된 봉토 사면부에 석재를 촘촘하게 배치

九州, 近畿지역

埴輪과 유사한 형태의 토기를 봉토 주변에 배치

九州, 近畿지역

石棚(木棚)

석실
외부

내용

圓筒形土器

九州지역
九州 有明海연안

<표 3>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속성표
고분

규모(m)

거제
장목고분

3.21×1.82

고성 송학동
1B-1호분

6.70×2.00

사천
선진리고분

5.70×2.27

사천 향촌동
Ⅱ-1호분

2.60×1.95

의령
경산리1호분

5.20×2.58

의령
운곡리1호분

4.15×2.50

연도(m)
위치

평면비

평면넓이(㎡)

고분군
형성

倭系要素

1.76:1

5.84

단독

腰石, 玄門施設,八字羨道,
梯形平面, 葺石,
圓筒形土器

3.35:1

13.40

고분군

玄門施設, 朱漆, 木棚,
圓筒形土器

2.51:1

12.94

단독

腰石(大形石材), 玄門施設

1.33:1

5.07

고분군

石障形石棺, 玄門施設

2.01:1

13.42

고분군

石屋形石棺, 板石閉鎖,
葺石

1.66:1

10.38

고분군

胴張形平面, 石棚

1.30
중앙
3.30
중앙
3.34
중앙
0.90
중앙
3.04
중앙
1.60
중앙

다음 절에서 상술하겠으나 <표 4>와 같이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중에서 재지고분
의 축조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는 고성 송학동1B-1호분 정도로만 확인되고, 나머지
는 하나 이상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
고, 모두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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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과 주변 재지고분의 관계 (O:그렇다 / X:아니다)
속성

매장시설

매장관념

고분군 형성

고성 송학동1B-1호분

O

O

O

고분

의령 경산리1호분

O

X

O

사천 향촌동Ⅱ-1호분

X

X

O

의령 운곡리1호분

X

X

O

사천 선진리고분

X

X

X

거제 장목고분

X

X

X

<표 5>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유형 분류
A유형

고성 송학동1B-1호분

B유형

의령 경산리1호분

C유형

사천 향촌동Ⅱ-1호분, 의령 운곡리1호분

D유형

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

각 유형을 살펴보면, A유형은 매장시설과 매장관념에서 모두 재지고분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고, 고분군까지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유형은 매장시설이 재지
고분과 유사하고, 고분군도 형성하였으나 매장관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유형은 매장시설과 매장관념이 모두 재지고분에서 유사성을 찾기가 어렵지만 고분군은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유형은 매장시설과 매장관념은 물론, 고분군 형성과도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출현배경과 계보
1) A유형
고성 송학동1B-1호분이 해당된다. 재지고분의 기본적인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
다는 점은 A유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고성 송학동1B-1호분의 경우, 선축된 1A-1호분과
평면형태는 물론 사용된 벽석재료와 벽면 축조방법까지 유사하다. 또한 기왕의 연구에서
비슷한 석실 구조로 분류되는 진주 수정봉2·3호분과 달리 고성 송학동1B-1호분은 석실
(현실) 개석과 연도 개석의 단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 석실(현실)개석과 연도 개
석의 단차는 횡혈식석실 구조상의 큰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수혈식석곽
2)

축조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2)	일반적으로 천장구조까지 모두 확인되는 횡혈식석실의 경우, 연도개석과 석실(현실)개석의 일정한 단차가 확인된다.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 日本 九州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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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송학동1A-1호

고성 송학동1호분

고성 송학동1B-1호

고성 율대리2호분

고성 내산리8호분

<그림 2> 고성 송학동1호분 및 고성지역 주요 고분군 배치도(발굴보고서 도면 인용)

그리고 1A호분에서 확인되는 蠶形周溝가 1B호분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었고, 고성
지역 고분에서 확인되는 분구묘 전통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 또한 재지 고분축
3)

조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봉토 내 복수의 석곽을 설치한 점 ,
4)

재지 수혈식석곽의 동-서 장축방향을 그대로 계승한 점 , 소가야식 횡혈식석실의 전형
(김준식 2013: 79-80)에 해당하는 1C호분이 1A, 1B호분 사이에 연접하여 축조된 점, 꺾

3) 다곽식 고분은 고성지역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송학동1호분·내산리8호분·율대리2호분 등이 있다.
4)	고성지역에 횡혈식석실이 유행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수혈식석곽묘(배장곽이 있을 시 주곽 기준)의 장축방향은 대부분
동-서 방향이다.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被葬者의 성격과 역할

89

쇠를 사용한 목관을 사용한 점 등도 재지세력과의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A유형은 석실의 기본 구조가 재지 고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재지수장층이 사용한 묘제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倭系要素를 일부
수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횡혈식석실의 축조개념도 함께
도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당시 지역 최고수장급의 고분군을 지속해서 조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재지 세력과의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고분의 연
대는 석실 내 MT15, TK10단계의 스에키 개배와 유공광구소호의 편년에 의해 6세기 1/4
분기에 해당한다(박천수 2010: 93).

2) B유형
의령 경산리1호분이 해당된다. 석실의 기본 구조는 고령·합천지역 횡혈식석실과 유사
하다. 특히 석실 평면형태와 벽면 축조상태를 포함하여 연도 바닥에 마련된 자갈과 길게
뻗은 연도 평면형태 등은 합천 옥전M11호분과 닮았고, 13㎡가 넘는 석실의 평면넓이는
고령 고아2동고분과 유사하다.
의령 경산리1호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석실(현실) 길이를 능가하는 긴 연도로 판단
5)

되는데 . 당시 경남 남해안 일대가 속한 가야지역 횡혈식석실 중에서 이러한 경우를 찾으
면 고령·합천지역에 한정해서 나타나는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이밖에 연도가 벽
6)

석 또는 바닥시설에 의해 2중으로 구분되었다는 점 과 연도가 설치된 방향이 고령·합천
7)

지역 횡혈식석실과 마찬가지로 거의 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재지고분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매장관념과 관계된 석관(石屋形)의 존재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횡혈식석
실 내부에서 석관이 마련된 경우는 주로 5∼6세기 日本 九州지역 횡혈식석실에서 확인되
어(홍보식 2006: 41) 이 지역 고분문화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석
실의 기본 구조는 주변 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A유형과 마찬가지로 재지수장층이 사용
한 묘제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석관, 즙석시설 등의 倭系要素를 일부 수용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가야 멸망 이후까지 고분군을 유지하였고, 인접한

5)	의령 경산리고분군에서 남서쪽으로 18km 가량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는 의령 중동리4호분은 짧은 중앙연도식의 세장방형 횡혈식
석실이라는 점에서 의령 경산리1호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현재 행정구역상 같은 범위에 포함되지만 남-북으로 멀리 떨어
져 위치하는 두 고분군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으로 판단된다.
6) 고령 지산동절상천정총, 고령 고아2동고분, 합천 옥전M11호분에서만 확인된다.
7) 남강 이북에 해당하는 고령·합천·산청·의령지역의 횡혈식석실은 연도 입구가 대부분 남쪽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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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곡리고분군 의 성격도 재지세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작용한다. 석
실 내 출토유물로 본 고분의 연대는 6세기 2/4분기에 해당한다.

고령 고아2동고분

합천 옥전M11호분

의령 경산리1호분

<그림 3> 의령 경산리1호분과 비교 고분(발굴보고서 도면 인용)

3) C유형
사천 향촌동Ⅱ-1호분과 의령 운곡리1호분이 해당된다. 두 고분 모두 한반도 내에서 유
사한 석실 구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지고분 축조와 이질적인 관념 아래에서 고분 축
조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두 고분 모두 日本 九州지역에서 석실의 계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왕의 연구 결과와 같이 석실의 기본 구조는 有
明海연안에 해당하는 佐賀縣·福岡縣 남쪽해안, 熊本縣의 서쪽해안 및 하천유역을 중심
으로 위치한 석실과 유사하다.
5∼6세기 有明海연안 석실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방형 또는 근장방형(1.5:1
이하)의 중앙연도식의 구조이다. 玄門施設은 구비된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상대적으
로 많다. 연도는 현실길이의 절반과 비슷하거나 짧고, 일직선으로 뻗은 경우가 대부분이

8) 	6세기 이전부터 정주한 이 일대 수장층은 5∼6세기 토기가 지표에서 확인되고, 15m 크기의 봉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유
곡리고분군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6세기 이후로 볼만한 토기는 대가야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상대학교
박물관 2007: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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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北部九州지역에서 유행하는 1.5:1 이상의 장방형 현실평면에 八자형 연도가 설
치된 석실과 대비되어 주목된다. 그리고 현실길이는 4m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석
실(현실) 면적도 1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古城史雄 2009: 38-39).

田川內1號

国越古墳

千金甲1號

千崎5號

日ノ岡古墳

立山山8號

熊本縣

丸山2號

夏崎古墳
佐賀縣

福岡縣

<그림 4> 日本 有明海연안 초기 횡혈식석실(古城史雄 2009, 수정 후 인용)

그리고 석실(현실) 내부에는 시상 대신 잘 다듬어진 판석을 바닥면에 세워서 꽂은 후
공간을 구획하여 석관의 형태로 마련한다. 주로 후벽을 시작으로 하여 추가장시 양측벽
을 활용하는 ‘ ’자 형태로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초 후벽에 면하여 시상을 사용
하지 않았을 경우는 좌, 우측벽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다. 또한, 현실 장
축의 중앙 부분이 단축보다 넓은 이른바 胴張平面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
내부에 물건을 올려놓는 선반으로 활용한 石棚도 胴張平面과 더불어 有明海연안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C유형 석실의 기본 구조는 日
本 有明海연안에서 그 계통을 찾을 수 있고, 이는 곧 그 일대 고분군 축조 집단과의 깊은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석실의 기본 구조는 日本 九州지역에서 그 계통을 구할 수 있지만 석실 내 출토
유물의 성격과 일정 범위 내에서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재지세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분의 연대는 6세기 2/4∼3/4분기에 해당하는데, 초축 시기 파악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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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한 향촌동Ⅱ-1호분의 연대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그림 5> 石棚을 설치한 일본 내 고분 분포도(河上邦彦 2001, 수정 후 인용)

사천 향촌동Ⅱ-1호분

의령 운곡리1호분

<그림 6> C유형 倭系石室(발굴보고서 도면 인용)

4) D유형
거제 장목고분과 사천 선진리고분이 해당된다. 모두 ‘古墳‘群’을 이루지 않아 단독 조영
으로 그친다. 매장시설, 매장관념 모두 한반도에서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
왕의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日本 九州지역에서 그 계보를 구하였다. 특히 거제 장목고분
은 전방후원분인 해남 용두리고분, 함평 신덕1호분과 梯形平面, 八字羨道, 玄門施設, 腰
石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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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목고분

제의 관련 출토유물

<그림 7> 거제 장목고분과 제의 관련 출토유물(발굴보고서 도면 인용)

함평 신덕1호분

日本 福岡縣 番塚古墳

<그림 8> 함평 신덕1호분(박천수 2010)과 日本 福岡縣 番塚古墳(박천수·마츠나가 요시에·김준식 2011)

한편, 거제 장목고분은 석실 내외부에서 의례 흔적도 확인되는데, 봉토 주변에서 확인
된 圓筒形土器를 비롯하여 연도 우측벽에 꽂힌 채 발견된 철모 1점과 연도 밀봉토에 꽂힌
채 발견된 철모 1점, 삼지창 1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앞서 비교한 日本 番塚古墳에서
도 철도자 3점이 후벽에 꽂힌 채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 아울러 봉토 즙석 하부에 완전히
구부러진 채로 확인된 철도 1점 역시 주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
사천 선진리고분은 봉토와 석실에 대한 실측 조사(김규운·김준식 2009) 정도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만 현재 한반도 최대의 전방후원분인
해남 장고봉고분과 석실 구조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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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門施設이 구비되었다는 점, 腰石의 개념과 유사한 2m 내외의 대형 자연석을 벽석으로
9)

사용하였다는 점, 길이 5.7m, 폭 2.27m의 석실(현실)을 개석 3매만 사용하여 마감한 점 ,
30m 이상 규모의 대형분을 사천만에 인접하여 단독으로 조영된 점 등으로 볼 때 석실의
기본 구조는 물론, 부수적인 부분에서도 재지고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사천 선진리고분

해남 장고봉고분

<그림 9> 사천 선진리고분(김규운·김준식 2009)과 해남 장고봉고분(국립광주박물관 2001)

사천 선진리고분의 계보를 日本 群馬縣 前二子塚에서 구한 연구 사례(柳澤一男 2002)
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남 남해안 일대와 日本 關東지역을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무리
가 따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분의 연대는 장목고분 내 갑주·철
모·철촉 편년에 의해 6세기 1/4분기에 해당하고, 해남 장고봉고분과 유사한 석실 구조인
선진리고분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Ⅳ. 피장자의 성격과 역할
1. A유형
A유형에 해당하는 고성 송학동1B-1호분은 선축된 1A-1호 수혈식석곽과 평면형태, 벽
석재료, 장축방향 등 기본 구조가 거의 똑같다. 특히 1A호분의 봉토 가장자리 일부와 연
접하여 1B호분이 축조되었고, 재차 1C-1호분이 연접된 것은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였음
을 짐작하게 한다.
9)	일반적인 가야지역 횡혈식석실은 폭 1m 미만의 개석을 여러 매 사용하였고, 고성 송학동1B-1호분 역시 9매의 개석을 사용하여
현실 천장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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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고성 송학동1호분 봉토 단면도(좌:1B호, 중:1C호, 우:1A호, 발굴보고서 도면 인용)

이와 같이 재지수장층 묘역에 倭系石室을 함께 축조한 경우는 나주 복암리3호분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 나주 복암리고분군은 옹관을 사용하던 3세기 중엽부터 백제 사비기 석
실묘를 사용한 7세기 초반까지 누세대에 걸쳐 조영된 지역 최대 규모의 고분으로 볼 수
있다(조근우 2007: 115-119). 나주 복암리3호분 남쪽 하단부에 축조된 96석실은 일찍부터
玄門施設, 腰石 등의 倭系要素가 인정되어 왔다.

복암리3호분 유구배치도

복암리3호분96석실

<그림 11> 나주 복암리3호분과 96석실(조근우 2007, 수정 후 인용)

그러나 석실 내부에 안치된 4기의 옹관을 비롯하여 96석실이 축조된 이후에도 재지 옹
관묘를 비롯한 석곽묘, 사비기 석실묘 등이 축조되는 것으로 보아 그 피장자를 무조건 倭
人으로 상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복암리3호분96석실에 부장된 유물을 살펴보
면, 금동식리와 금은장삽엽문환두대도는 백제계, 재갈·행엽·등자·운주 등의 마구류
는 신라·가야계, 유공광구소호로 대표되는 須惠器, 개배·단경호·기대 등의 재지양식
토기까지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는 복암리고분 축조 집단이 다원적이고, 복
합적인 배경에서 새로운 묘제를 도입하여 축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살펴본다면 고성지역 최고수장층 묘역에 조성된 송학동1B-1호분의 피장자 역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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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구조와 함께 출토 유물에서도 다수의 외래현상이 확인되므로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이
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고성 송학동1B-1호분의 도입을 계기로 고성지역에 횡혈식석실
이라는 묘제 개념이 전파되었고, 이후 나름의 형식을 갖춘 횡혈식석실이 이 지역에 새로
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성 내산리60호에서 나타나는 문주석의 성격은 송학
동1B-1호분의 영향 속에서 倭系要素가 일부 수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내산리고분군 자체적으로 倭系要素를 수용하였다면 송학동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내산리
60호가 아닌 고분군 내 최고수장급에 해당하는 내산리34호분에서 倭系要素가 확인되었
을 것이다. 이 외 내산리64호분 시상에 사용된 석재와 축조 방법이 송학동1B-1호분과 유
사하여 주목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송학동1B-1호분은 바닥에 편평한 판상할석을 한 벌 깔을 후 그 상면
에 자갈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내산리64호분에서도 그대로 확인되
어 송학동1B-1호분과 석실 구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더해 고
성지역의 특징에 해당하는 꺾쇠만 사용하여 제작한 목관(吉井秀夫 2008)이 송학동1B-1호
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이후 고성지역 묘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된
다는 사실은 이 지역 고분의 장제와 관계된 매장관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매장관념의 유사성은 송학동1B-1호분 피장자의 성격을 추정할만한 적극적인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송학동1B-1호분이 단순히 倭人의 무덤이었다면 주변으로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
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倭系石室을 모방한 형태의 석실이 주변으로 확산되었을 것이
나 실제로는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 궁극적으로는 倭人 스스로 송학동고분군을 축조
한 고성지역 최고수장층을 대신하여 새로운 묘제의 전파에 앞장섰을 가능성도 사실상 기
10)

대하기 어렵다 .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은 송학동1C-1호에서는 왜 송학동1B-1호분과 유사한 구
조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축조 순서상 송학동1B-1호분에 무조건 후행하는 송
학동1C-1호분은 너비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석실의 평면비가 2:1 미만으로 줄어들었
고, 연도는 짧고 좁은 것으로 변화하여 석실 기본구조에서는 그 유사성을 인정하기가 어
렵다. 이에 서로 연접된 것을 고려해 본다면 다소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송학
동1B-1호분의 석실 기본 구조와 매장관념은 이 지역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1C-1호

10)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모든 倭系石室 중에서 복수로 조영된 사례는 광주 월계동 전방후원분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즉, 倭系石室은 주로 단독 입지에 단발적으로 조영되었고, 설령 고분군 내에 위치하더라도 倭系石室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한기만 존재하는 것이 그 동안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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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동1B-1호분

내산리64호분

<그림 12> 고성 송학동1B-1호분과 내산리64호분 시상 비교(김준식 2013)

<표 6> 가야지역 횡혈식석실의 관정, 꺾쇠, 관고리의 조합관계
꺾쇠

꺾쇠+관정

관정

관정+관고리

고성 송학동1B-1·1C1호분, 내산리34·60호분,
연당리18호분
순천 운평리M5호분

산청 중촌리3호분

진주 수정봉2호
함안 도항리4·5·8호분
고령 고아동벽화고분
합천 저포리DⅠ-1호분

함안 도항리47호분
의령 운곡리1호분
의령 중동리4호분
합천 옥전M11호분

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고성지역 횡혈식석실의 기본 개념은 축조 순서 및 시간상 위치에 따라 송학동1B-1호
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지역 횡혈식석실의 본격적인 발전은 이후 나름
11)

의 목적에 따라 특정 형태로 고착되어 주변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 송학동
1C-1호분과 유사한 형태의 석실이 대형분을 중심으로 비슷한 시기에 고성 각 지역에서
확인되는 점은 이러한 점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송학동1C-1호분과
유사한 내산리34호분은 다곽식의 수혈식석곽분이 조영된 구역에 인접한 능선 사면부에
서 축조되었는데 반해 송학동1B-1호분과 유사한 내산리60·64호분은 여기에서 멀리 떨
어져 구릉 능선의 맨 동쪽 사면부에 입지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
인다.
따라서 고성지역 최고수장층의 묘역인 고성 송학동고분군에서 倭系要素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물을 수용한 1B-1호분이 축조되었고, 그 피장자는 재지수장으로 판단된다. 송
학동고분군 축조 집단은 경남 남해안 일대에 위치하며 ‘가야-倭’, ‘가야-영산강유역’ 등
대외교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경남 남해안-남강 주변-가

11) 송학동1C-1호분은 연도 너비가 65㎝에 불과하고, 목관 운구 시 관과 고정끈을 결속하는 관고리가 출토되지 않았다. 이에 꺾쇠
만 사용한 관은 ‘들어서 나르는 관’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역 수혈식석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매장관념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이 연도의 길이와 너비가 축소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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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송학동1C-1호분 및 평면모식도

고성 연당리18호분

고성 연당리20호분

순천 운평리M5호분

고성 내산리34호분

<그림 13> 고성 송학동1C-1호분 및 유사 횡혈식석실(김준식 2013, 수정 후 인용)

야 내륙’으로 이어지는 경로, 소위 말하는 소가야 루트(하승철 2010)와 같이 교역로 상의
중심 기착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분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외
래 요소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외교역 주도권 경쟁에 의해 당시 고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일대 고분에서 倭系要素가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상과 연동된
것으로 보인다(김낙중 2012: 71). 고성 송학동고분군 축조 집단은 가야 멸망 이후 자연스
레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B유형
B유형에 속한 의령 경산리1호분의 기본 석실 구조는 고령, 합천지역에서 유행한 횡혈
식석실 중에서도 특히 합천 옥전M11호분과 가장 유사하다. 긴 연도와 2:1 내외의 장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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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은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권역 내에서 확인되는 특징이고, 연도 길이와 연도 중
간에 시설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벽체(石材)로 구성된 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석실 내부에 마련된 石屋形石棺은 피장자가 倭人이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 하나만 제외하면 석실 내부에서 倭系要素로 볼만한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경산리1호분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경산리2호분에서도 외래계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장자의 성격이 고성 송학동1B-1호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경산리고분군은 가야 멸망 이후까지 고분군이 조성되기는 하지만, 거의 축조
중단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매장시설을 포함한 고분군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된다. 이는
신라 횡혈식석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가야 멸망 이후에도 초축 당시의 규모를 유지한
채 고분군을 조영한 의령 운곡리고분군과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가야지역 수장급 고분군의 경우처럼 가야 멸망 이후에 축조가 완전히 중단되어
더 이상 고분이 조영되지 않거나 또는 고령 지산동 경우처럼 거의 축조 중단 수준에 맞먹
을 정도로 고분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어 소형 횡혈식석실 정도만 무질서하게 축조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의령 경산리고분군 조영 집단의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의령 경산리
고분군 조영 집단이 6세기 전반 가야와 신라의 교역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
였으나 562년 신라의 가야 정복을 계기로 쇠락한 집단으로 상정한 견해(홍보식 2013: 26)
가 있어 주목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보면 의령 경산리고분군의 축조 세력은 일단 신라
보다는 가야와 관계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주체는 의령 경산리1호분과 2호분을 제외한
중·소형 고분군의 출토유물 상황으로 볼 때 대가야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12)

가장 유력하다 .
또한 6세기 전엽은 대가야가 남강 중상류지역 수장층과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해당한
다는 견해(박천수 2004: 236-237)로 볼 때, 백제에게 섬진강유역을 공략당한 대가야는 대
외 교역과 해상 진출을 위해 새로운 경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낙동강에서 남강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경산리고분군 일대를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경산리고분군은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볼 때 1·2호분을 기점으로 조성된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부터 정주한 재지 세력(유곡리고분군)의 주도로
축조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새로이 등장한 집단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12)	8, 9, 14, 18, 19, 22, 24, 26, 31, 33, 43호분에서 대가야양식 토기, 1, 2, 11, 24, 32, 35, 36, 37, 39, 40, 44호
분에서 대가야양식+신라후기양식 토기, 28호분에서 대가야양식+아라가야양식 토기가 확인되었다(경상대학교박물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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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의령 경산리고분군 출토 외래계 문물의 구성(홍보식 2013)

이와 같은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유사 사례를 검토해보면, 진주 원당고
분군(김준식·권준현·김도영 2011)에서도 확인
되어 주목된다. 원당1호분은 경산리고분군과 마찬
가지로 능선 아래쪽에 위치한 대형분 2기를 중심
으로 고분군이 구성되는데, 능선 위쪽에 석곽묘로
추정되는 소 형 고분과 주변에서 토기편이 일부
확인된다. 원 당1호분 석실 내부에서는 2m가 넘는
장대석이확인되었고, 남강 이남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석실(현실) 개석과 연도 개석의 단차가 1m
이상 으로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 그리고 원당고분군의 위치로 볼 때, 현재 마산
진동만에서 진주 방면으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마
련된 국도 제2호선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
어 의령 경산리고분군과 마찬가지로 교통의요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위 내용에 더해 대형분 2기가 돌연 출현 한
다는 점과 당시 대가야가 남강 중상류역 수장 층과

<그림 15> 진주 원당1호분
(김준식·권준현·김도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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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경남 서부내륙-낙동강 방면 진출로(김준식 2014)

관계를 맺는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진주 원당고분군의 피장자는 대가야의 교역로 확보
목적과 관계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도 있다(김준식 2014: 31-32).
따라서 의령 경산리1호분의 피장자는 대가야와 관련하여 대외교류 및 교역로 확보에
활동한 재지인으로 보이고, 倭系要素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타 외래문물과 함께 자연스
럽게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매장관념과 관계된 석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것
이 사실이지만, 합천 옥전M11호분과 거의 유사한 석실 구조, 고분군 내 출토유물의 성격,
인접한 유곡리고분군의 규모와 성격에 의해 그 주체는 대가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의령 경산리1호분 피장자는 대가야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야 멸망 이후 고분 축조 중단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같은 의령지역에
소재한 운곡리고분군은 이와 다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야 멸망 이후에도 그 규모를 거
의 그대로 유지한 채 고분 축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C유형
C유형 석실은 日本 有明海연안에서 동일한 계보의 석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
장자는 과감하게 倭人으로 상정할 수도 있지만, 倭系石室을 초축으로 하여 일정한 규모
의 고분군을 형성하였고, 가야 멸망 이후에도 고분군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고분군 형성 배경에 가야를 포함한 다른 정치적 요
소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수장층 묘역에서 다소 벗어난 지역에서 고분군이
조영되었고, 가야 멸망 이후에도 고분군 축조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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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에서 검토한 A·B유형 석실과의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1) 의령 운곡리1호분
의령 운곡리고분군의 출토유물에서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신라적 요소가 모두 확
인되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석실 기본 구조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시상 배치 등의
매장관념도 倭人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A, B유형과 같이 재지묘제 형식에 倭
系要素 몇 가지를 수용한 경우와 빗대어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그러한 관
점이라면, 반대로 倭人이 재지의 문물을 수용한 것, 이를테면 다양한 계통의 신라·가야
유물을 부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운곡리1호분의 피장자는 석실의 계통에 의해 日本 九州지역 有
明海연안과 깊은 관련이 있거나 직접 건너온 인물로 볼 수 있다. 또한 A·B시상에서 대
가야양식 장경호와 고배, 주구에서 대가야양식 장경호와 개, A시상 상면에서 관정과 관
13)

고리 가 출토된 양상으로 볼 때, 그 축조배경으로는 아라가야나 소가야보다 상대적으로
대가야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有明海연안의 熊本縣에 위치한 江田船山古墳
에서 금제이식과 f자형경판비를 포함하여 다수의 대가야계통의 유물이 출토되었고(박천
수 2007: 196-199), 野津古墳群에 위치한 物見櫓古墳에서도 금제이식과 파수부완이 대가
야산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박천수·마츠나가 요시
에·김준식 2011: 612).
그렇다고 해서 대가야와 운곡리고분군 축조 집단이 특정 목적에 의해 서로 긴밀한 관
계에 놓인 것은 아니고, 주요 교역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A·B시상에 이
어서 축조된 C·D시상에서 신라후기양식토기만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현상은 가야 멸망
이후에도 고분의 규모가 축소 또는 중단되지 않고 고분군이 계속해서 조영된다는 점에서
도 알 수 있다.
사실 운곡리1호분과 같이 한 석실 내에서 복수의 집단이 교체되는 현상은 그 피장자
가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
로 볼 수 있고, 신라-가야 사이에서 급변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인물로 판단된다. 즉, 가야 멸망 이전에는 남강에서 낙동강 방면으로 진출
하는 길목에 위치한 의령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교역 활동을 하였으나 가야 멸망 전
후한 시기에는 그 대상이 신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양상은 『삼국사기』와
13) 앞서 살펴본 대로 당시 소가야 중심지에 해당하는 고성지역 고분에서는 관정과 관고리 대신 꺾쇠만 사용하여 관을 마련하였다. 관
정과 관고리는 백제와 대가야권역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日本 九州지역 석실에서도 출토된다. 또한 의령읍내의 6세기 전엽에 해
당하는 중동리4호분에서도 관정, 관고리가 출토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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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日本 江田船山古墳(左)과 物見櫓古墳(右) 출토 금제이식

『일본서기』에 기록된 결혼동맹(522년), 안라회의(529년), 금관가야 멸망(532년), 사비회의
(541·544년), 관산성 전투(554년), 대가야 멸망(562년) 등의 사건이 말해주듯 신라-가야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그 무게 중심이 신라로 기울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표 7> 운곡리1호분 석실 내부 유물 출토 현황
출토위치

대가야

아라가야

신라

기타

A시상

장경호, 개

소가야

컵형토기

고배

관정, 관고리

B시상

고배,

대부호

개, 고배

관고리

C시상

개, 고배

D시상

개, 고배

주구

장경호

도굴갱

장경호, 개

고배, 장경호

개, 고배, 장경호

관정, 관고리

따라서 의령 운곡리1호분 피장자의 성격은 日本 有明海연안 출신의 倭人으로 보는 것
이 자연스럽고, 그 역할은 남강→낙동강 방면으로 이어지는 內陸水系의 길목에서 교역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주된 대상으로는 대가야가 관계되었을 것으로 파악
되고, B유형에 속한 의령 경산리고분군과 달리 가야 멸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분군
이 조영된 것은 당초 교류와 교역을 목적으로 건너온 倭人이었기 때문에 신라가 이를 그
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운곡리1호분 피장자 역시 그 역할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운곡리1호분이 완전히 폐쇄된 이후의 운곡리고분군은 고분 내에서 신라 유물만
부장되는 것에 더해 매장시설이 모두 가야 멸망 직후에 축조된 신라 횡혈식석실이라는
견해를 볼 때(김준식 2013: 20-22), 가야 멸망 전후에 형성된 운곡리1호분 피장자와 신라
의 관계에 의해 그 후속 세대가 이 지역에 완전히 정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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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 향촌동Ⅱ-1호분
사천 향촌동Ⅱ-1호분은 비록 고분군을 형성하였으나 사천 남쪽의 한려해상국립공원으
로 이어지는 남일대 해변 일원에 입지한 점과 석실의 평면형태, 石棺으로만 추가장을 실
시한 점, 玄門施設 등으로 인해 같은 C유형에 속한 의령 운곡리1호분 보다 훨씬 더 원향
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장자의 성격은 큰 무리 없이 日本 有明海연
안 출신의 倭人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향촌동Ⅱ-1호분은 3차 석관에서 암녹색의 綠油가 시유된 대부직구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신라후기양식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가야 멸망 이후에 축조된 석실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신라계 유물은 대부분 3차 석관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초축 연대는 의
령 운곡리1호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늦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 피장자가 매장된 1차 석관 내 곡옥과 관옥, 다면옥,
환옥으로 구성된 경식은 주변의 신라 횡혈식석실에서 출토된 사례가 드물고, 거제 장목
고분에서 다량 확인되었다. 또한 석실 주구 내에서 확인된 유공광구소호는 주구부가 돌
출되어 있는 형태로, 그 출토예가 드물지만 가야 멸망 이전의 것으로 알려져 있어(이유진
2007) 피장자는 가야 멸망 이전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분군 전체를 놓고
보아도 시기를 달리하여 대가야·소가야, 신라 유물이 연속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고분군
형성 배경에 가야세력이 있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사천 향촌동Ⅱ-1호분 출토 유물(①:1차 석관 ②:3차 석관 ③:주구,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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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촌동Ⅱ-1호분의 피장자는 의령 운곡리1호분과 마찬가지로 가야지역에서 교
역 활동을 한 倭人으로 판단되고, 역시 같은 연유에 의해 가야 멸망 이후까지도 고분군
조영과 함께 그 집단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쪽의 사천만, 동쪽의 통영·고성,
서쪽의 하동·순천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의 요지에 고분군이 위치하는 것으로 볼 때,
의령 운곡리1호분 피장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한 인물로 추정된
다. 이에 C유형 석실의 피장자는 모두 有明海연안 출신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활동
반경과 역할의 중요도는 달랐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접근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
하면 7세기 이후의 연유도기는 경주 월성·나정유적과 같은 신라 왕실관련 유적 또는 경
주 신라왕경·동천동 등의 생활유적에서 소량 확인되고, 분묘유적은 5곳 정도만 확인되
었는데, 이 역시 경주가 아닌 지방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희 2012: 45-46).
이에 연유도기는 그 가치가 매우 희소할 뿐 아니라 특히 향촌동Ⅱ-1호분의 녹유직구호는
분묘 출토품 중에서 가장 상태가 양호하고, 문양과 색깔이 화려하여 주목된다. 그렇다면
피장자가 倭人이 분명한 석실 내에서 신라 왕경에서도 보기 드문 연유도기가 부장된 연
유는 무엇일까?

<그림 19> 사천 향촌동고분군과 주변 해상교통로(①:향촌동, ②:남치리)

이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사천 남일대 해변 인근의 탁월한 입지 조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남 남해 남치리1호분에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백제 사비기 은화관식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은화관식은 사비기 백제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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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관직에 해당하는 奈率 이상의 품계가 착장할 수 있는 것으로 사비도성인 부여와 그 주
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남치리1호분의 축조배경과 피장자의 성격 등
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 단순 교역만으로는 소유하기 어려운 백제
최고위층만 착장할 수 있는 은화관식이 출현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에 그 출현배경이 무엇이든 남치리1호분 피장자가 백제 중앙과 관계된 것은 분명하고, 백
제 중앙이 현재 남해군과 남일대 주변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에 큰 관심을 쏟은 것 또
한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비록 은화관식에 버금가는 위세품은 확인되지 않았으나향촌
동Ⅱ-1호분 피장자 역시 신라 왕경에서도 보기 드문 연유도기를 소유하였고, 해상교통로
상의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남해안 일대를 배경으로 하여 의령 운곡리1호
분 피장자 보다 더 큰 규모의 교역에 종사한 倭人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녹유직구호
가 1차 석관이 아닌 3차 석관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이 오히려 가야 멸망 이후 즉, 남치리1
호분 출토 은화관식의 연대와 비슷한 7세기 이후부터는 신라와 적극적인 관계망을 형성
하여 더욱 더 활발한 해상 교역 활동에 종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는 또한 가야→
신라 교체 이후에도 고분군의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는 C유형 석실의 특징을 가장 잘 보
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D유형
D유형 석실은 기본 구조가 日本 九州지역 석실과 유사하고, 내부에서 확인되는 매장관
념이 재지 고분문화와 다르며, 재지 고분군과 이격되어 단독으로 입지한다. 또한 추가장
여부를 가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최초 피장자 이후에 후속 세대를 상정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이 단발조영으로 마감한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피장자가 倭人
임은 분명하다. 이에 피장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거제 장목고분
거제 장목고분의 피장자는 석실의 계보에 의해 日本 北部九州지역에서 건너 온 倭人으
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고분의 입지로 볼 때 해상교통로와 관계된 업무에 종사한 인물
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장목고분이 위치한 장목면은 농소리에서부터 저도-대죽도-가덕
도로 이어지는 최단거리의 연안 항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마도에서 출발했을 경우
가장 빠르게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올 수 있는 항로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장
목고분이 위치한 농소리 일대는 日本 九州지역에서 배가 건너올 경우 꼭 거쳐서 가는 하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 被葬者의 성격과 역할 107

는 곳이며, 경남 남해안 일대를 그물망처럼 이어주는 꼭짓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해당한다.
아마 이 지역은 6세기 가야와 신라의 각축장이 되었던 낙동강이나 남강 일대의 내륙지
역에 비하면 주변 정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본 배
경이 있었기 때문에 피장자는 원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원향을 그대로 살린 고분의 축
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의 倭系石室과 달리 출토유물에서 가야와 신라적
요소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봉토에서 석실 내부까지 확인되는 다양한 倭系要素의 존재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분이 단발조영에 그치는 것 역시 피장자의 역할과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장자는 여느 倭系石室과 같이 단순 교역 활동에 종사한 인물이 아니라 중요한 목적에
의해 倭에서 직접 파견된 전문 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대로 경남 남해안 일대
와 日本 九州지역의 교두보이자 상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장목고분의 입지는 이와 관
계된 모든 물자와 사람이 일단 지나거나 머물게 되는 장소에 해당한다.
이에 장목고분의 피장자는 이러한 제반적 상황을 관리했던 인물로 생각되고, 日本 番
塚古墳의 성격을 한반도 남부지역 전방후원분 축조 세력과 관계된 周防灘연안의 호족으
로 상정한 견해(박천수 2007: 176-177)로 볼 때, 당시 北部九州지역에서 한반도로 파견된
인물은 단순 교역활동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남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 내 매장시설의 절반 이상이 北部九州型 석실이라는 것에서
도 알 수 있다.

<그림 20> 거제 장목고분과 주변 해상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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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장자가 생전에 활동했을 당시로부터 석실에 매장될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해보
면, 2세대를 넘기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된다. 즉, 기왕의 왜계석 편년(하승철 2005)
에 의해 장목고분의 초축 시기를 6세기 1/4분기로 본다면 피장자의 활동 시기는 넓게 봐
도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고, 장목고분 피장자 死後에 활동한 倭人은 6세기 전
엽∼중엽 무렵에 활동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장목고분의 지리적 위치와 항로상의 주요 거
점지역, 부장 유물의 성격 등으로 볼 때 신라보다는 주로 가야를 대상으로 활동한 인물로
14)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가야의 국력이 쇠락하는 시점 에 도달해서는 관련 업무를 정
리한 후 본국으로 귀국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은 가야 멸망 후에도 옛
가야지역에 정주한 C유형 석실 축조 집단과의 차이로 볼 수 있다.

2) 사천 선진리고분
사천 선진리고분은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장자의 성격 파악이
쉽지 않으나 재지 고분과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장목고분과 마찬가지로 피
장자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日本 九州지역 출신의 倭人으로 추정된다.
다만, 선진리고분은 수심이 낮고, 폭이 좁은 사천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목고분
처럼 해상교통로상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고, 남해안에서 사천만으
로 깊숙이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서 해상과 내륙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선진리고분이 위치한 지점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사남면 방향으로 이동하면
국도 제3호선과 만나게 되는데, 이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 1㎞ 가량 이동하면 사천읍
을 지나게 되고,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10㎞ 가량 직선으로 올라가면 남강이 흐르는 진주
시내에 곧장 이르게 된다. 즉, 현재 남해군이 위치한 경남 남서부 해안 일대에서 진주-산
청-합천의 내륙지역으로 연결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선진리가 위치한 사남면과 용현면
15)

일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
만약 주변의 해상교역로를 통해 건너온 물자가 고령·합천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거제-고성-의령을 거쳐 남강을 따라 이동하는 일반적인 방법도 있지만, 해상 교역로를
조금 더 활용하여 사천 향촌동이나 선진리 일대로 곧 바로 이동을 한 다음, 육로를 통해

14) 백제와 함께 치른 관산성 전투(554년)에서 큰 피해를 입은 가야는 이 무렵부터 쇠락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태식
2002: 232).
15) 향촌동고분군이 위치한 남일대 주변 역시 북쪽으로는 와룡산, 구룡산, 봉대산 등의 산지가 즐비하기 때문에 진주 방향으로 진출하
기 위해서는 사천만을 따라 사남면과 용현면 방향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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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청-합천-고령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16)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지어 선진리고분 북쪽에
위치한 유천리에서 쌀 6만석을 저장한 조선
시대 濟民倉의 흔적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제민창은 빈민구제를 위한 식량의 보관 또는
배급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기름진
땅이나 비옥한 곡창지대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각 거점지역으로의 이동이 용
이한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해상으로 연결 할
뿐 아니라 섬진강수계 및 진주로 이어 지는
<그림 21> 사천만 일대 해상 및 내륙교역로
(①:향촌동, ②:선진리, ③:유천리)

내륙교통 이용에도 편리한 사천만과 그 주변
일대가 최적의 장소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사실 전라도에서 사천만 일대를 활용하여 경

남 서부 내륙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면 고성지역까지 다도해를 건너야 하는 수고를 덜어내
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다. 해남 장고봉고분 석실과 선진리고분 석실이 유사한 점도 이
러한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천만에 위치한 선진리고분은 내륙으로 유입되는 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할 뿐만 아니
라 내륙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진주, 남강 일대로의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이 일
대는 조선시대 제민창이 설치될 정도로 물류 저장과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진리고분의 피장자는 경남 남해안 일대에 倭系石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6세기 전엽부터 전라도와 경상도로 이어지는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지역을 연결시키
는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물류의 저장과 이동을 관리한 倭人으로 볼 수 있다. 이 역
시 장목고분과 마찬가지로 해상-내륙을 대상으로 한 교역 활동이라는 뚜렷한 목적에 의
해 日本 九州지역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볼 수 있고, 장목고분과 달리 선진리고분의
봉토 규모가 30m 이상인 점은 전라도(백제)-경상도(가야)-倭를 연결하는 대규모 교역
업무에 종사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부를 축척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이후 6세기 중엽이 되면 탁 트인 바닷가를 앞에 둔 향촌동일대로 그 중심이 이동한 것

16) 慶尙大學校博物館, 1996, 『泗川 柳川里 濟民倉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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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는데, 선진리고분이 단발조영으로 그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선진리고분이 위치한 사천만 일대에 대한 관심은 가야 멸망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유천리 제민창 주변에서 가야 멸망 직후 신라 횡혈식석실로 구성된
월성리고분군이 신속히 조영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당시 신라는
이 무렵부터 향촌동고분군 축조 집단과 본격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의 피장자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고는 전남 영산강유역 倭系石室의 연구 성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접근 방법
과 과정은 ‘매장시설, 매장관념, 재지고분과의 관계’를 주안점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
고, 총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여기서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거제 장목고분과 유사한 성격의 고분이 거
제 남부지역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다. 현재 거제 최북단에 위치한 장목고분은 마산, 진
해, 고성지역으로의 진출에는 용이하나 남북 방향으로 긴 거제의 지형적 특성상 건너편
사천, 여수, 순천 방면으로 진출하려면 거제를 한 바퀴 돌아 나오거나 육로를 이용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거제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남부면이나 일운면 일대에 장목고
분과 유사한 성격의 고분이 발견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가덕도 부근에서 장목고분을 거치지 않고 남부면이나 일운면으로 바로 직행한다면,
한산도와 사량도를 거쳐 향촌동고분군이 위치한 사천 남일대 해변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
고, 남해를 거쳐 여수·순천만 일대로의 진출도 용이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설이 가능하다면 倭人의 입장에서는 가야를 동-서로 분리하여
훨씬 효율적인 교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차후 연구를 기대해본다.
이와 같이 경남 남해안 일대 倭系石室에 대한 해석은 여러 방면에서 가능하고 접근법
도 다양하다. 본고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에서는 소소
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倭人이 갑작스레 그 짧은 기간 동안 경남 남해안 일대로
진출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출토 유물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여 숙제로 남긴다. 앞으로 이 지역에 새로운 倭系石室 자료가 증대되기를 기대하면
서 차후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15.4.24) ▶심사완료일(2015.5.28) ▶게재확정일(20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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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 and role of person buried
in Stone-chamber of Wae’s style in the region of
the southern coast of Gyeongnam in Korea
Joon-sik Kim

(Sej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In Gaya, Stone-chamber of Wae’s style began to be built in 6C. Research about
the background of acceptance of Stone-chamber, character of buried person and political
relations has been studied on the basis of archeological analysis. However, Research about
the relation between Stone-chamber of Wae’s style and local tombs of region where stonechambers of Wae’s style were built and sustainability of stone-chamber of Wae’s style which
was built in single-construction have not been fully handled.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similarity between local tomb and stone-chamber
of Wae’s style while removing Wae’s elements that identify stone-chamber of Wae’s style
and examines it while dividing the relation between Stone-chamber of Wae’s style and local
tombs into three types. First type is tombs that people based on native power built. Second
type is sustainable-building tombs that Japanese residents built in the relation with native
power. Third type is tombs that Japanese residents built in the short term. These types
doesn’t indicate any changes and development aspects with time but is affected by group
who belong to the respective typ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paper intend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 and the role of buried person in stone-chamber of Wae’s style. First of all, this
paper tried to analyze it broadly with three types and imbued the role and the position of
buried person with significance. On this, it was presumed that person buried in Gyeongsanri No.1 tomb of first type belonged to group engaged in the interior trade and Songhakdong No.1B-1 tomb of first type belonged to the ruling class of So-Gaya on engaged in trade,
person buried in Ungok-ri No.1 tomb of second type belonged to Japanese resident’s group
related to Dae-Gaya and Hyangchon-dong No.Ⅱ-1 of second type belonged to Japanese
resident’s group related to So-Gaya, people buried in Jangmok tombs of third type belonged
to Japanese residents who guided on Gaya area and play a role as the half-way station
and Seonjin-ri tombs of third type belonged to Japanese residents engaged in trade and
warehouse in Gaya area.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Japanese residents buried
in s stone-chamber of Wae’s style moved to region of Gaya with certain purpose and tasks
and it affected the aspects of tombs. For the rest, Wae’s elements seem to be reflected by
political roles of local residents and the extent of trade.
Key words : Stone-chamber of Wae’s style, native power, Kyusyu in Japan, buried person,
role, tombs, single construction, consecutiv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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