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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쓰시마는 한반도와 열도 중간에 위치하여 고대부터 한일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이다. 쓰시마에서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가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며, 그 성과가 지금까지 한일 교류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사가 되
었다.
일전에 필자는 쓰시마에서 출토된 스에키(須惠器) 및 도질토기를 통해 쓰시마 고분시대
의 지배체계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었다. 이번에는 기존 내용에 더하여 네소 2호분에서 출
토된 소가야권역계 도질토기편의 채집위치, 연대, 주변유구 등 기존의 학설에서 유물의 맥
락 및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쓰시마의 지배체계를 재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쓰시마 지배체계에서는 쓰시마 전체를 통괄하는 수장과 쓰시마의 각 포
구를 통괄하고, 나아가 한반도 각지와 교류·교섭을 담당하는 지역 수장이라고 하는 두 수
1)
장의 존재와 두 수장 간의 이해관계 이외에도 쓰시마의 전체 수장 아래에서 대외교류를
담당하는 중간수장이라고 하는 일족·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의 가설에 대해 고고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
언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논의가 가까운 미래에 고고자료의 확보를 통해서 고대 한일관계
를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쓰시마, 지배체계, 도질토기, 포구, 중간수장

1) 쓰시마 전체를 통괄한 것으로 추측되는 수장고분을 살펴볼 때 석실형태 유물 등을 근거로 키나이(畿內) 중앙과 밀
접한 있었을 적으로 생각된다. 광의적으로 쓰시마의 키나이계 수장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쓰시마
전체를 통괄하였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통괄수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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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쓰시마는 북단에서 한반도까지 직선거리로 약 49.5

㎞, 이키(壱岐)까지는 약 50㎞, 규슈(九州) 본토까지는 약 80㎞의 거리이며 열도와 한반

도 사이에 위치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따라서 고대부터 한일교류는 물론 중
국 대륙과도 접점이 있었고, 이와 같은 대외적 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고고유물이 쓰시
마 곳곳에서 출토되어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다. 교류와 관련된 유물로 야요

이(弥生)시대에는 청동제품, 고분(古墳)시대 및 삼국시대에는 도질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한반도와 열도의 교류를 고찰하는 것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
다. 필자도 쓰시마에서 출토된 도질토기에 주목하여 한반도와 쓰시마·열도의 관계성을
고찰한 바 있다(스즈키코키 2019: 31-62). 도질토기에만 초점을 맞춰도 수많은 역사적 배
경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쓰시마라는 지역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예전 논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 쓰시마에서 새롭게 출
토된 자료를 소개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연구에 덧붙여 쓰시마 지배체계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쓰시마 고분시대와 도질토기
신자료를 보기 전에 삼국·고분시대를 포함한 쓰시마에 대한 연구사를 간단히 살펴 보

겠다. 쓰시마에서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실시되었다(東亜考古学

会 1953, 九学会連合対馬共同調査会 1954, 長崎県教育委員会 1974, 坂田邦洋 1975, 坂
田邦洋 1976 등). 이를 통해 쓰시마의 고고학적인 실체가 밝혀지면서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야요이시대와 고분시대를 거쳐
조선식 산성(山城)(小田富士雄 2012: 223-232)이 구축되는 율령시대(고분시대 이후)에 이
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친 유구 및 유물의 연구를 크게 진전시켰으며, 한일 교류의 거
점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써 연구자들이 재차 인식하게 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앞서
본 것처럼 쓰시마에서는 조몬(縄文)시대부터 삼국·고분시대에 걸쳐 많은 유구와 유물

이 출토되었는데 이것들은 주로 한반도와 열도가 교류했던 흔적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쓰시마에서는 옛날부터 야요이시대의 동경, 동모와 같은 청동제품에 대한 연구와 분석
이 많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고대 쓰시마와 한반도, 북부 규슈 지역의 관계성이 연구된
바 있다(高倉洋彰1972: 21-34, 下條信行1979: 175-210 등). 대부분의 출토품은 야요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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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수장계 분묘에서 확인되는데, 대체로 쓰시마 북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 반면, 고
분시대(한국의 삼국시대와 연대가 대체로 겹침)의 수장계 고분은 쓰시마의 중앙부~남부
3)

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4)

림 1> . 이를 볼 때 야요이시대까지는 각 포
구를 통괄하는 지역수장이 각기 존재했지
만, 고분시대에는 키나이 세력의 영향으로
쓰시마 전체를 통괄하는 새로운 수장이 출
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쓰시마 전체를
통괄하는 수장의 등장에 의해 지역 수장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상호 이해관계를 통해
서 그 지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뒷받침하듯 각 포구에는 소규묘 고
분군이 발견되고 있으며, 재지·한반도계
유물이 출토되는 유적 또한 산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쓰시마의 각 포구 집단은 한반
도의 각 지역과 교류·교섭의 역할을 담당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고분군에서
는 일본 야요이시대의 지역 수장묘에서 출
토된 동경이나 동모류, 청동제품 등의 화려
한 부장품이 출토된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토기류나 곡옥류 등 장식품이 부장되는 경
향이 확인되고 있어,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

<그림 1> 쓰시마 수장묘와 지역 수장묘 분포

인다.

2) 야요이 시대 쓰시마 지역 수장묘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키자카(木坂)석관묘군, 토우노쿠비(塔の首)유적, 쿄우쿠마(経隈)분묘군, 타
카마쓰노단(タカマツノダン)유적 등을 비롯한 각 포구에 접한 곳에서 많이 위치하며, 동경이나 동모와 같은 청동제품을 많이 매납하
고 있어 다른 분묘와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3) 고분시대가 되면 쓰시마 전체를 통괄한 수장 고분의 존재가 주목된다. 이들 고분은 중앙부~남부에 걸쳐 보이지만 한반도와 직접적
으로 교류·교섭을 한 지역 수장묘는 중앙부~북부에 걸쳐 위치하여 양자를 동계로 보기는 어렵고, 계통을 달리하며 역할에도 큰 차
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4) <그림 1〉 유적에 있는 일본어 표기는 다음과 같다. 다이쇼군야마고분(大将軍山古墳), 코후노사에유적(コフノサエ遺跡), 아사히야
마고분(朝日山古墳), 에비스야마고분(恵比須山遺跡), 가야노키유적(ガヤノキ遺跡), 토유토고야마유적(トウトゴ山遺跡), 미노시마
유적(箕島遺跡), 네소고분군(根曾古墳群), 데이즈카고분(出居塚古墳), 사이노야마고분(サイノヤマ古墳), 야타테야마고분(矢立山
古墳), 호토코야마고분(保床山古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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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에서 출토된 도질토기는 신라 권역과 가야 권역의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백제와
영산강 유역권의 도질토기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3세기 후반부터 8세기 대
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각 지역 세력별로 출토유물의 연대에서 차이를 보인다(스즈키코
키 2019: 31-62)<그림 2>. 도면을 보면, 승석문 양이부단경호, 소형기대, 외절구연고배,
파수부대부호, 광구소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금관가야·아라가야 권역의 도질토기는
3세기 후반~4세기 후반, 유개·무개식 삼각투창고배나 뚜껑류·호류를 중심으로 하는
소가야 권역의 도질토기는 5세기 2/4분기~6세기 전반, 출토량은 많지 않으나 대가야 권
역의 도질토기는 5세기 전·중반에 주로 발견된다. 또 신라 권역의 도질토기는 토기의
특징에서 재지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4세기 후반부터 8세기대에 걸쳐 출토되는 경
향이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각 지역에서 출토된 도질토기와 매우 유사한 것들이 쓰시마에서도 다
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쓰시마의 각 포구와 한반도 사이의 교류가 존재하였음을 뒷받침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각 지역의 도질토기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출토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토기가 혼재되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쓰시마의 지역 수장이 한반도의 어느 한 지역과 교류·교섭을 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그림 2> 쓰시마에서 출토된 도질토기(스즈키 코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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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구려 남진정책에 의해 가야의 여러 지역과 일본열도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긴박
한 상태에 있었으며, 가야 내부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던 시기였음을 문헌
자료와 고고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고구려, 신라, 백제 등 강대국들에 비해 작은 정치체였던 각 가야지역은 인근 여러 지
역과 연계가 필요하였으며, 나아가 발전이 크게 필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열도의 각 지역(당시의 세력을 생각하면 주로 북부 규슈와 기내 지역이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과의 원활한 교류·교섭을 위해, 그 관문인 쓰시마에 거점을 마련할 필요
성이 있었고, 그로인해 사람과 문물의 빈번한 왕래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쓰
시마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병존하기 때문에 고분시대에서 쓰시마와 한반도 각지
의 교류·교섭은 야요이시대와는 그 목적이나 배경이 달랐던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이다.

Ⅲ. 쓰시마에서 출토된 신자료
지금까지 쓰시마에서 출토된 야요이·고분시대의 도질토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
았는데, 본장에서는 신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필자가 쓰시마를 답사했을 당

<그림 3> 네소 2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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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네소 2호분 봉분 위에서 발견한 것이다. 네소고분은 5~6세기에 걸친 시기에 축조된
약 30m 전후의 전방후원분 및 소형 원분으로 구성된 고분군이며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
해 유구 상태가 일부 훼손되었으나, 역석과 판석, 인두석(人頭石) 등을 이용하여 봉토를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쓰시마 통괄 수장의 묘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분이기
도 하다. 그 중 2호분의 경우 전체 길이 약 36m의 전방후원분이며 주체부는 전방부와 후
원부에 1기씩 구축되어 있다<그림 3, 4>. 후원부의 석실은 판석을 이용한 석관식 석실이

<그림 4> 네소 2호분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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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방부의 것은 적석(積石)으로 구축되었고, 개석에는 판석을 사용하였다. 유물은 도
굴 등에 의해 분실된 것이 많지만, 스에키 및 하지키(土師器) 편 등이 출토되어 6세기 후
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자료는 유개고배의 개(蓋)로 잔존 높이 4.2㎝, 잔존반경 9.3
㎝이다. 전체적으로 청회색을 띠며 소성상태는 양호하고 견미하게 만들어져 있다. 유물
의 70% 정도가 결손되어 있는 상태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파악이 가능하다. 유물은 소가
야 권역의 토기이며, 그중에서도 현재의 진주 무촌 유적과 그 주변 지역의 유적에서 발
견된 도질토기의 형태와 소성상태가 매우 유사하므로, 이들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 유적들은 대체로 5세기대로 추정되며, 소개 대상인 개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5세기 3/4~4/4분기로 연대를 부여하고자 한
다<그림 5>. 이 신자료와 매우 유사한 도질토기는 코후노사에유적의 7호분에서도 출토
되었으며, 교란으로 인해 연대가 서로 다른 토기도 약간 혼재되어 있으나 5세기대를 중
심으로 하는 스에키 구성은 TK23~TK47형식기인 스에키가 개배를 중심으로 출토되었
다. 두 지역의 토기를 교차편년했을 때, 신자료 연대가 5세기 3/4분기로 보아도 큰 차이

〈그림 5〉 네소 2호분 채집자료(상)와 소가야권역계 도질토기(무촌2구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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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그림 6〉. 그런데 이 유물이 채집된 네소 2호분의 경우 전술했듯
이 6세기 후반으로 비정되어 있으므로 유구와 유물의 연대 간에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된
다. 비록 채집 자료이기 때문에, 유구와 직접 관련된 유물인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단언
할 수는 없지만, 채집 장소가 분구 위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2호분이 축조되기 이전에 모
종의 유구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6〉 코후노사에 7호분 출토 스에키(①②③④)와 도질토기(⑤)

또한 네소고분군의 1호분이 5세기에 축조되었기에 이 장소는 당시부터 쓰시마 통괄 수
5)

장의 묘역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수장묘 주변에서 소규모 분묘가 확인된 사
례는 아직까지 쓰시마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이 이
번의 발견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분시대 쓰시마 지배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Ⅳ. 신자료를 통해서 본 쓰시마의 지배체계(가설)
전장(前章)의 신자료에서 보이는 쓰시마의 지배체계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하고자 한
다. 현재까지 고분시대 쓰시마의 대외 교섭은 야요이시대부터 이어진 각 포구 지역의 수
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여러 지역과 교류·교섭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5) 이 네소고분군 주변에는 4세기대 데이즈카고분, 7세기대 사이노야마고분 등 쓰시마 통괄 수장묘가 집중되어 있어 4세기~7세기에
걸친 수장묘역으로 추정된다. 오랫동안 수장묘역였던 주변 지역에 그 아래에 있는 인물(가신, 일족 등)이 분묘를 구축하는 사례는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에서 판석식 석관묘 등 쓰시마 지역 수장급의 분묘가 발견될 가능성을 충분히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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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 통괄 수장은 분묘 유구와 유물로부터 봤을 때, 직접적인 교류와 교섭행위는 그다
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田中聡一 2013: 1-32, 스즈키코키 2019: 31-62). 실제로
야요이시대에 한반도계 청동기가 각지에서 다수 확인되며, 쓰시마에서는 각 포구별로

흩어져 있는 석관묘에서 한반도계 유물의 대부분이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의 상
황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분시대에 쓰시마에서는 쓰시마
전체를 통괄하는 수장이 있었고, 그 아래에 쓰시마의 지역과 포구, 한반도와의 교류·교
섭을 통괄하는 지역 수장이 존재하고 있는 지배구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한 자료는 본래 각 포구마다 흩어져 있는 석관묘, 이른바 쓰시마 지
역 수장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쓰시마 통괄 수장묘 주변에서 출토
되었다. 쓰시마 통괄 수장묘의 유구와 유물은 키나이 지역의 영향이 짙게 남아 성립된
것으로서, 야요이시대부터 전통을 이어오는 지역 수장묘와는 구조와 유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기존의 학설이었다. 그럼에도 이 도질토기가 통괄 수장묘에서 채집되었
다는 것은 쓰시마 통괄 수장과 그 아래 지역 수장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지역 수장과 전체 수장의 관계성부터 검토해 보겠다. 야요이시대부터 각 포
구의 지역 수장은 독자적으로 대륙(주로 한반도)이나 북부 규슈 각 지역과 교류를 실시
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고분시대에서도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키나이계 쓰시마 전
체의 수장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역할은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필
자는 『三國志』 魏書巻三十 烏丸鮮卑東夷傳倭人条에 기록되어 있는 대관의 卑句, 부관
6)

의 卑奴母離를 고분시대 쓰시마 통괄 수장, 지역 수장의 실태로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에 대해서 고찰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분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키나이계의 수장은 『先
代旧事本紀』 巻第十国造本紀의 기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키나이와 관계가 강하여 쓰시

마 출신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키나이와의 관계성 위에서 성립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수장이 쓰시마에서 통치, 대외 교류 등 쓰시마의 모든 것을 직접 관장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 시기부터 이어진 지역 수장의 존재
가 필수 불가결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쓰시마 통괄 수장과 지역 수장이라는 관계
설정은 양쪽 모두에게 필요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들 통괄 수장과 지역 수장의 관계와 신자료 출토위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전술한 것처럼 이번의 신자료는 네소 2호분 봉분 출토(채집)이며, 주위에는 네소 고분군

6) 『始度一海，千餘里至對馬國. 其大官曰卑狗，副曰卑奴母離. 所居絕島，方可四百餘里，土地山險，多深林，道路如禽鹿徑. 有千
餘戶，無良田，食海物自活，乖船南北市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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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데이즈카 고분, 사이노야마 고분이라고 하는 쓰시마 수장 고분이 존재하고
있어 이 주변은 옛날부터 수장 묘역으로서 인식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분
시대 쓰시마에서 한반도 유물이 수장묘 주변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는 수장이 키나이와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한편 공적, 개인적 교섭은 각 포구 지역
수장이 도급을 맡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묘역에서 한반도계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비록 직접적인 교류·교섭을 상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담당하
는 일족 또는 집단이 쓰시마 수장에 가장 가까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정리하면 기존 학설(스즈키코키 2019: 31-62 등)처럼 쓰시마 고분시대에 전체를 통괄
하는 수장이 있었고 그 아래 각 포구를 통괄하여 한반도와의 관계를 담당한 지역 수장이
존재했다는 지배체계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한 자료와 출토 위치, 지금까
지의 쓰시마 지배체계를 살펴보면 단순히 두 종류의 수장만이 존재한 것이 아닐 가능성
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쓰시마 통괄 수장 묘역에서 한반도계 유물이 발견됐다는 것은 수
장 아래에서 쓰시마 지역 수장과는 별도로 대외교섭·교류를 하던 일족 또는 집단이 존
재하였던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 즉 고분시대 쓰시마에서는 쓰시마를 통괄하고 키
나이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통괄수장, 그 밑의 각 포구에서 주로 한반도 각 지역과 교
류·교섭을 담당하는 지역수장이 존재한다. 덧붙여 지역수장과는 구별되는 통괄 수장의
가장 근처에서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중간수장이라는 수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소개한 자료는 극히 소수이고 출토된 위치도 애매하여 이를
입증할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이 묘역에서 쓰시마의 지역 수장묘와
같은 상자식 석관묘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고의 논지는 가설의 영역을 벗
어날 수는 없겠으나 가까운 미래에 고고자료의 증가와 함께 고대 쓰시마의 실체가 밝혀
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의 고찰을 마치고자 한다.

Ⅴ. 맺음말
이번에 네소 2호분에서 출토된 신자료를 토대로 쓰시마 지배상황과 교류 상태에 대해
재검토를 해본 결과 기존 학설과는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쓰시마라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도 대외교섭의 지배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이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번의 고찰은 어디까
지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이를 곧바로 쓰시마의 대외교섭 배경으로 연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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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한일교섭을 고려할 때 도래인의 존재방식은 매우 복잡하
며(亀田修一1993: 747-778), 고고자료만으로 본 단정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쓰시마에서 도질토기를 비롯하여 한반도계 유물과 유구의 발견 사례가

늘어난다면 당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한층 용이해질 것이다. 실제로 쓰시마는 발굴조
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 전모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번에 고찰한 내용이 앞으로 쓰시마 연구에 도움을 준다면 다행이며, 쓰
시마 지배체계의 해명이야말로 고대 한일교류 복원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2020.12.28.) ▶심사완료일(2021.6.16.) ▶게재확정일(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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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aterials collected from Tsushima and their
background
- The state of control of the island as seen from the ceramic pottery
collected from the Neso No. 2 tumulus (hypothesis) -

KOKI SUZUKI

(Yeungnam University Doctoral Program)
Tsushima is located in the middle of Korean Peninsula and Japan and is the area
charged with the important role in an exchang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more
than antiquity. It’ll be after it’ll be after the war that a real archaeology investigation has
been begun at its Tsushima, and when still telling cultural exchange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outcome is a very important history of research.
Last time, the author considered the rule system of Tsushima’s Kofun period from
Sue pottery excavated from Tsushima and ceramic pottery. This time, in addition to the
contents, I reconsidered the rule system in Tsushima from the collection position, age,
surrounding remains, etc. based on the ceramic earthenware pieces of the So-gaya area
collected from Neso No. 2 burial mound. As a result, in the conventional control system
of Tsushima, there are two types of chiefs, the chief who controls the whole Tsushima +
the regional chief who controls each coves of Tsushima and who is in charge of exchange
and negotiations with various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o the view
that the interests between the chiefs were well maintained, it is possible that there was
an intermediate chief such as a clan or group who grasped the external relations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chiefs of Tsushima as a whole.
However, these cannot be confidently asserted from the number of materials, and are
hypotheses from the materials collected this time, and do not go beyond that framework.
Keywords : Tsushima, Dominated system, Ceramic earthenware, Cove, Intermediate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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