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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古墳)시대 중기에 한반도 남부지역의 기술이 일본열도로 전해져, 스에키라고 하는 일본열도식 도질토기가 탄

생하였다. 제작기술이 전파된 초기 무렵은 한반도 각지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고, 또한 일본열도 내에서의 생산도 매

우 제한된 장소에서만 행해졌으며,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열도 각지에서의 생산도 개시하게 된다. 

스에키는 한반도의 기술을 가지고 일본열도로 전해졌지만, 한반도 내에서도 많은 출토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한

반도에서 출토되는 것은 스에키계 토기라고 불린다.), 그 중에서도 영남지역이나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에서 

많이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왕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전라도 주변에서 출토되는 것은 모방품이 많이 포함되는 경

향을 보이지만, 영남지역 분묘에서는 일본열도에서 제작된 스에키가 출토된다. 출토시기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특

히 TK23~MT15형식이 제작되는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전라도 지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스에키계토기가 출토되는 분묘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 유력자층 분묘에서 확인되며, 왕릉급 분묘에서는 거의 출

토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열도식 장송의례나 스에키계토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흔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대

부분은 도질토기와 같은 의미로 다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력자층(집단, 일족, 세력 등)도 분묘 전체로 보면, 

일정 가야권역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닌, 복잡하고 광역적인 관계구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남지역

(가야권역)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를 보면, 각 가야권역 세력의 변천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고, 각 가야권역의 중앙정

권 아래에서 교섭과 교류의 역할을 수행한 지역 유력자층의 실체를 나타내며, 가야권역 내에서 복수의 지역이 상호관계

를 유지함으로써 성립된 지역(집단, 일족, 세력)의 존재를 가야권역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에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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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격적으로 토기 가마에서 환원염 소성을 이용하

여 완성한 토기가 일본열도 고분시대 중기 때 주로 한

반도 남부 지역으로부터 전해졌다. 그것이 오늘날 스에

키라고 불리는 토기이며, 당시 사회에서는 신기술에 의

해 등장한 신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파 직후, 일본열

도 내에서도 일부 지역〔기나이(畿內) 주변이나 북부 큐

슈(九州), 시코쿠(四國) 등〕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졌지

만, 대략 1세기가 경과하면, 일본열도 각지에서 스에키 

생산이 확산된다.

당시 일본열도보다 한반도의 토기 제작기술이 발

달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인(渡來

人)들에 의해서 제작된 스에키가 일본열도로 전파되었

지만, 한반도 각지에서도 적지 않게 스에키의 출토가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

유는, 5세기 후반~6세기 대에 걸쳐 백제와 왜가 본격적

으로 국가적인 친분을 쌓게 된다는 점과 스에키의 기형

이 TK208형식 이후에 정형화된다는 점, 비슷한 시기에 

영산강유역에서 축조되는 전방후원분과 왜계석실의 존

재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백제와 영산강유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열도 각지의 제 지역의 세력들이 각자 활

발히 교류하고 있었음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

으며, 끊임없이 한반도 각지에서는 교류와 관련된 유물

이나 유구가 발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지역

이나 세력이 존재하여야 성립되며, 양자의 관계는 비록 

문화의 발전 단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문화와 

문물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관련되어 있는 이상,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양

자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가야권역에서 출토된 스에키

계토기1에 초점을 맞추고 한반도 내에서 일본열도와 밀

접한 관계를 맺었던 가야권역 각 지역과 일본열도와의 

관계성, 그리고 스에키계토기의 출토 배경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Ⅱ.   한반도 출토 스에키계토기에  
대한 연구사와 문제점

한반도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의 배경과 관련하

여, 출토 위치와 토기 형식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자들이 그동안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기 때

문에,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의 스에키계토기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연구자는 오다 후지오(小田富士雄)이다. 그는 서일본

의 초기 스에키 성립에 대한 연구에서, 한반도에서 확

인된 스에키와 그와 유사한 제품들 중의 일부는 서일

본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상정

하였다(小田富士雄 1991). 즉 한반도의 스에키계토기

가 일본의 스에키로부터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본 것이다.

한편, 한반도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를 체계적

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사카이 기요지(酒井清

治)를 거론할 수 있다. 그는 이전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

했던, 한반도 출토 스에키계토기2를 주목하고, 그에 대

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라도 지역의 스에키계토

기를 검토한 결과, 형태상 TK216형식 무렵으로 추정되

는 것도 있으며, TK73형식은 개에 손잡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TK73형식단계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1 본고에서는 일본열도에서 제작되어 그 지역에서 사용된 것을 스에키라고 호칭한다. 또한 일본열도에서 제작된(혹은 일본열도가 아닌 지역에서 제작, 모방

된 것도 포함함) 스에키가 일본열도 이외 지역에서 보유되어 사용된 것을 스에키계토기라고 호칭한다.

2 사카이 기요지(酒井清治)는 1993년의 논고에서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를 스에키 유사품이라 호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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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서부를 포함한 지역의 영향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TK216형식단계에 이르면, 한층 더 전라

남도 지역과의 관계가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한 TK216형식 이후, TK208형식 스에키계토기가 다량 

출토되는 양상으로 볼 때, ‘스에키 유사품 일부가 일본

열도에서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가져왔을 가

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했다(酒井清治 1993·2008). 그

러나 전라도 지역과 일본열도에서 어떤 교류가 있었는

지에 대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기노시타 와타루(木下亘)에 

의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기노시타 와타루는 한

반도에서 출토된 스에키를 관찰하여 스에키와 이를 모

방한 스에키계토기로 분류하였다. 그가 조사한 자료 

가운데, 경상도 중 가야권역에서는 단독으로 출토되는 

사례와 더불어 일본열도에서 반입되었을 것으로 보이

는 토기가 다수 확인되는 데 반해, 충청도·전라도 지

역에서 출토된 토기는 이른바 모방토기가 많이 확인되

고 있어, 같은 한반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분포의 차

이를 지적했다(木下亘 2003). 이처럼 반입품이나 모방

품인 스에키계토기에 대해서, 지역적 분포까지 고찰한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후 김일규는 남해안 지역 스에키의 출현 배경과 

의의라는 제목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를 

집성하여 고찰하였다. 집성한 스에키계토기를 낙동강유

역과 영산강유역 출토로 대별하였는데, 낙동강유역에서 

출토된 것은 고분에서 출토된 사례가 많은 반면,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된 것은 취락유적 출토가 많은 것을 지적

하여, 스에키계토기가 출토되는 유구의 성격에 양 지역

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양 지역의 하지키계토

기와 스에키계토기의 출토와 그 연대를 검토하여, 3세

기 말~5세기 초까지는 일본열도와의 교섭 주체가 낙동

강하구역이였으나 5세기 중엽부터는 영산강유역이 교섭 

주체로 교체된 것으로 보았다(김일규 2011)3. 하지키계토

기를 포함한 전 단계부터, 고찰하여 한반도와 일본열도

의 교섭주체가 바뀌었다는 점에 착안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에는 이지희가 한반도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

기에 대해서 지역을 구분하고, 그 지역 스에키계토기 출

토 의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했다(이지희 2015). 한

반도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의 세부를 관찰하여, 스

에키계토기의 생산지를 서일본, 기나이, 동일본의 각지

에서 확인되는 스에키의 특징과 함께 확인되는 공반 유

물을 고고학적 체크리스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왜와 스

에키계토기 출토지역의 물질문화 접근을 검토하였다. 

또한 스에키계토기 출토 고분의 피장자를 왜계고분+스

에키계토기, 왜계갑주·왜계무기+스에키계토기의 조

합을 왜인, 재지고분+재지토기+스에키계토기의 조합

을 재지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영남지역에서

는 마산 대평리 1-1M-1호분, 고성 송학동 1A-1호분, 

1B-1호분 피장자를 왜인, 기타 고분 피장자를 재지인

으로 추정하였다. 아쉬운 점은 물질문화적 접근을 통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남진, 백

제와 왜의 동맹관계, 츠쿠시 국조의 난(筑紫国造の乱) 

등과 같은 사건들과 관련지어 영산강유역, 영남지역 출

토에 관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한편 다카타 간타(高田貫太)는 영남지역에서 출토

된 스에키계토기가 특히 무덤에서 출토된 점에 주목하

였다(高田貫太 2018). 하나의 유구에서 3점 이상 출토

된 것 중 재지 토기와 구별되어 매납된 사례가 일부 인

정되며, 이러한 경우는 왜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왜

의 장송의례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는 

오래전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왔으며, 각 연구자들에 

3 일본열도에서 스에키가 제작하기 시작한 이후 TK216형식까지는 형태, 기법 등 한반도 남부지역과 유사한 부분을 볼 수 있으나, TK208형식이 등장할 무렵

이 되면 영산강유역 것과 형태가 유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열도에서도 이렇게 고찰하는 연구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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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태와 기법, 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에키계토기 출

토량이 늘어나고 한반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면서, 견

해가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위의 연

구자들도 지적했듯이 「교류」라는 키워드이다. 한반도

에서 스에키계토기의 출토지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연대를 근거로 ○○세기에 ○○지역과 왜의 ○○지역 

간에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 활발한 교류가 빈번하였

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스에키계

토기 뿐 아니라 무기, 무구류와 장식품, 하지키계토기 

등의 유물을 비롯하여 온돌식 주거 및 매장시설 등, 유

구의 구조적 특징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사카이 기요

지나 이지희가 일부 언급한 것처럼, 왜인이 그 지역에 

있었고(혹은 없더라도) 스에키를 모방하여 현지인이 

제작한 경우에도 왜인과 한반도인 사이에 어떠한 형태

로든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교류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 지역 사람들의 접촉에 대해서, 단순히 

교류로 이해하고 결론을 내려도 좋은 것일까? 대상 지

역은 다르지만, 이 단순한 교류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

성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조성원 2013)4. 물론 고

고학 자료를 통해 당시 배경을 고찰할 때, 한계점은 분

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화된 도질토기, 이른바 스

에키가 한반도에서 출토된다는 사실은 그 지역(혹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어떤 접점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

려주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교류나 교섭이라는 간

단한 단어만을 가지고 매듭짓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

며, 현재 상황을 보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전

에 가메다 슈이치(亀田修一)가 도래인에 대한 가능성

을 여러 관점에서 고찰하였듯이(亀田修一 1993) 교류, 

교섭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그 종류와 배경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그에 대한 고찰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그림 1). 즉, 교류라는 큰 개념 속에 깃든 역사

적 계기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당시 사회를 복원

하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Ⅲ. 가야권역 스에키계토기의 출토

최근의 연구 성과(이지희 2015, 高田貫太 2018 

등)를 살펴보면, 가야권역에서는 14개 유적, 50여 

점의 스에키계토기가 확인되었는데5, 토기형식은 

TK208~TK10형식이 주를 이룬다. 그 중, 가야권역에

서 출토되는 스에키계토기는 TK23~MT15형식 사이에 

집중되고 있어 이것을 고려하면, 교류가 활발했던 시

기를 특정해 볼 수 있다(그림 2). 

4 토기문화를 중심으로 낙동강 하구 지역 교류 양상을 살펴봤다. 그중에 형식학적으로 유사한 토기를 추출하고 이를 정치적 문제와 연결시켜 교류에 포함되

는 다양한 의미와 배경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5 이번에는 보고서가 간행된 유적만을 채택하였다. 또한 형태, 기법, 소성이라는 요소로 필자가 스에키계토기로 확인이 가능했던 대상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스에키계토기의 수량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림 1   각 가야권역과 그 추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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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권역을 중심으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의 현

황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TK208~TK10형식

이 주류를 이루며, 출토지역은 부산, 기장, 고령 지산

동, 늑도 등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경향을 보인다. 유구

별 출토 개수를 살펴보면, 산청, 고성, 기장에서는 복

수의 개체가 출토되는 유구와 고령, 합천 등에서는 한 

개체만이 출토된 유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기종은 개

와 배가 가장 많고 유개 고배, 고배. 유공광구호, 그리

고 자라병(제병) 6종류가 확인되고, 그 외 기종은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다. 이들 기종은 일본열도 고분에서

도 비교적 빈번하게 출토되고 있는 기종으로서, 가야

권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스에키계토기를 봤을 때, 특

수 기종을 엄선하여(또는 제작) 부장했던 정황은 생각

하기 어렵다.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스

에키계토기의 특수 기종에 가치가 있던 것이 아니며, 

스에키계토기 자체에 그 가치가 존재했다는 것을 생각

해 볼 수도 있다. 스에키계토기 대부분은 분묘에서 출

토되고 있으며, 이것은 스에키계토기를 매납한 분묘의 

피장자 혹은 집단, 일족이 스에키계토기나 왜와의 관

련성을 가졌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다카타 간타 견해처럼, 도질토기와 스에기

계토기가 구별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기 때문에, 출

토된 스에키계토기 일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카타 간타는 도질토기와 스에키계

토기를 구별한 분묘에서는 왜의 장송의례가 일부 행해

졌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으나, 붉은색 안료의 사용

에 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집중

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TK23~TK47형식으로, 일본열도

에서는 수혈계 매장시설에 토기를 매납한 사례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일본열도계 장송의례를 받아들이는 

그림 2 가야권역 출토 스에키계토기

TK208

TK23

TK47

MT15

TK10

MT85

개 배 고배류 기타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호

고성 송학동 1A-11호

고성 송학동 1B-1호

고성 송학동 1B-1호

고성 송학동 1B-1호

산청 생초 9호

산청 생초 9호

고성 송학동 1B-1호

산청 생초 9호

산청 생초 9호

산청 생초 9호

산청 생초 9호

사천 늑도 구간내 제2층

사천 늑도 구간내 제2층

산청 명동 2구 14호산청 명동 1구 22호
산청 명동 1구 22호

산청 명동 1구 22호

산청 명동 1구 68호

산청 명동 2구 8-2호

부산 연산동 1호

함안 오곡리 28번지 M1호

진해 마천동 2호

김해 관동리 2구 수9호

김해 관동리 4구 수69호김해 여래리 수45호

김해 여래리 수25호

합천 봉계리20호

의령 천곡리21호

마산 대평리 Ⅰ-1M-1호

마산 대평리 Ⅰ-1M-1호

기장 동백리 3구 12호 기장 동백리 3구 12호

기장 동백리 3구 12호

기장 동백리 3구 12호

기장 동백리 3구 12호 기장 동백리 3구 12호

기장 동백리 3구 12호

기장 동백리 3구 12호

축척부동

지산동 1-5호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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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한반도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생각되므로, 

현지의 장송의례 중 스에키계토기가 매납된 것으로 해

석하는 편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기종이나 연대에 차이가 나타

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개·배가 매납되는 등의 상

황을 볼 수 있다. 고성 송학동에서는 유공광구호, 산청 

생초 9호분에서는 고배의 출토 예가 확인되었지만, 그 

밖의 유적에서는 기본적으로 개 아니면 배의 출토가 

일반적이며, 고배, 유공광구호를 매납하는 분묘는 일

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가야권역권으로 생각되는 고

령 지산동 1-5호분과 합천 봉계리 20호분에서는 개·

배가 아닌, 유공광구호와 고배만이 출토되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남지역에

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의 대부분은 일본열도산이라고 

지적되고 있다(酒井清治 1993, 木下亘 2003). 이러한 

점은 모방품의 비율이 높고 기종에서 차이가 있는 전라

도·영산강유역 스에키계토기와는 크게 다른데, 이것

은 근본적으로 지역적인 출토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즉, 영남지역에서 출토

된 스에키계토기를 전라도·영산강유역에서 출토된 스

에키계토기와 같이 교류 속에서 제작, 모방된 제품으로 

보기보다 왜의 한 지역에서 제작된 것을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입수한 제품으로 파악할 수 있다. 

스에키계토기의 계보·생산지에 대해서는 이지희

가 언급하였는데, 영남지역 출토 스에키계토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지역선정이나 유사품의 제시 등

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6. 본고에서 언

급한 영남지역 출토 스에키계토기는 일본열도 내에서 

널리 출토되고 있는 것과 형태적으로 흡사하다. 물론 

지역적 요소를 내포한 사례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

분은 형태상 기나이 계통의 기술로 제작된 제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기나이계 세력 아래의 성립된 지방 

가마 제품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독립적인 지역끼리의 접촉보다는 기나이 세력권 하에 

있는 일본열도의 각 지역과 영남의 각 지역 간의 접촉

이라는 가설도 가능해진다. 스에키계토기의 출토는 출

토량과 기종, 출토지역, 부장품 등을 통해 볼 때, 왜인

이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분배(혹

은 제작)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각 가야권역(또는 그 

세력 아래에 있는 지방 유력자)이 주체가 되어 왜(혹은 

이들과 관련된 세력)로부터 입수하고 관계를 맺으려 

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아직 검토의 여지는 있지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다.

Ⅳ. 출토유물과 유구의 연대에 대하여

가야권역에서 스에키계토기와 공반되는 유물과 

유구의 연대를 살펴보기에 앞서 스에키의 일본열도 연

대관을 간략히 살펴보자고 한다. 현재까지 스에키의 

연대에 대해서는 생산 시작이 4세기 후엽, 4세기 말, 

5세기 초, 5세기 전엽 등 각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견해

가 나오고 있으며, 여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이다(酒井清治 2004, 박천수 2010a·b 등). 스에키

의 시작 연대도 중요한 점이지만, 스에키의 연대를 추

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1968년 사이타마현(埼

玉縣) 이나리야마(稲荷山)고분에서 출토된 ‘신해년(辛

亥年)’명 철검이 있다. 이나리야마고분에서 출토되는 

스에키는 TK47형식 중에서도 다소 고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명문에 보이는 ‘獲加多支鹵大王’을 雄

略天皇(웅략천황)으로 삼고 그 연대 471년으로 보는 

6 특히 산청 생초고분군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의 고지에 대한 고찰에서 대부분이 서일본산 스에키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배경과 유사

품 제시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고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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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 즉 471년경에 TK47형식 스에키가 동반된다

는 것은 TK47형식에 5세기 후반의 연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신해년을 531년이라고 보는 학설

도 있으며, TK47형식에 6세기 전반의 연대를 부여하

는 경우도 있다(尾野善裕 1997·1998). 이처럼 TK47

형식의 연대는 471년설과 531년설 두 가지 설이 존재

한다. 현재는 AMS 등 과학적인 연구로 스에키의 시

작 연대를 4세기 후반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며, 

필자의 견해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스에키의 시작 연

대를 4세기 말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영남

지역에서 스에키계토기가 가장 많이 출토된 시기인 

TK23~MT15형식의 시기는 대략 5세기 후엽(중엽 부

근)~6세기 초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와 

공반 유물, 유구 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

에키계토기가 출토된 유구의 다른 유물들과 스에키계

토기 연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보면 그렇지 않은 사

례도 있다. 이번에 제시한 유구 중 기장 동백리 Ⅲ지

구 12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무구·마구와 신라

권역계 도질토기류는 연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공반되는 일부의 신라권역계 도질토기 중의 일부와는 

연대가 크게 다르며, 장송의례나 부장시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남는다. 그 밖에는 큰 시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스에키계토기의 연대기에 매납된 것으

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

는 5세기 후엽(중엽 부근)~6세기 초에 집중되고, 특히 

TK23~MT15형식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는 한·일 모두 커다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한

반도 영남지역에서는 금관가야계와 아라가야계를 대

신해 대가야계와 소가야계 세력이 커지는 시기이며, 

일본열도 내에서는 중앙정권(기나이) 세력이 강화되

어7 스에키의 정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에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가 집중된 상황

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 

단순한 교류·교섭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분묘에서 출토된 스에키계토기와 함께 공반, 

아니면 같은 시기의 다른 분묘군 내에서 출토된 도질

토기 계통을 보면 기장 동백리, 부산 연산동 등은 낙동

강 동쪽으로, 신라권역계 도질토기가 공반되지만, 산

청 명동, 합천 봉계리, 진해 마천동, 마산 대평리 등은 

다양한 가야권역의 도질토기가 분묘군 전체에서 출토

되고 있으며, 마천동유적은 대가야권역·소가야권역, 

금관가야권역·비화가야권역·신라권역계 등 다양한 

지역의 도질토기가 함께 확인되고 있어 분묘군 전체로 

봤을 때, 여러 지역과의 관계성 혹은 접점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던 집단(일족 또는 세력)이였음을 알려준

7 『日本書紀』巻第十四에 기재된 吉備下道臣前津屋, 吉備上道臣田司의 사건 등 문헌사적인 관점에서도 이 雄略天皇때에 지방 지배가 전국적으로 강화된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림 3 마천동유적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가야권역 도질토기

10호 석곽묘

10호 석곽묘

27호 석곽묘 27호 석곽묘

27호 석곽묘

5호 석곽묘 5호 석곽묘

5호 석곽묘

27호 석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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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3)8. 물론 도질토기만으로 관계성까지 고찰하

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5세기 후엽

에서 6세기 초, 특히 TK23~MT15형식이 나타나는 시

기에 스에키계토기와 관련된 분묘, 혹은 동일 유적에

서 여러 지역 도질토기가 확인된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이며 고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Ⅴ.   스에키계토기의 출토배경과  
당시 가야권역

 앞 장에서는 가야권역 각지의 스에키계토기와 그

에 관련된 유구·유물의 연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

서는 일본열도의 도질토기 출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다. 고분시대에는 일본열도 각지에서 신라권역 및 백

제·영산강유역권의 도질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또한 

각 가야권역의 도질토기도 지역구분 없이 다량 출토

된다. 고대 한·일 교류의 거점인 대마도의 사례를 보

면, 각 가야권역의 성쇠나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4세기 대에는 금관·아라가야권역 도질토

기가 많았고, 5세기 대에는 소가야권역이나 대가야권

역의 도질토기가 출토되는 경향이 확인된다(鈴木広樹 

2019a)(그림 4). 일본열도에서는 주로 북부 큐슈와 기

나이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고, 그 세부내용도 잘 알

려져 있다. 실제로 츄고쿠(中國)지방, 시코쿠지방, 호

쿠리쿠(北陸)지방, 칸토(關東)지방 등 고분시대 당시 

지방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금관가야권역·낙동강 이동권역 토기는 오사카

부 쿠메다(久米田)고분, 동 오바데라(大庭寺)유적, 나

라현 야마다미치(山田道)유적, 기후현 아소비즈카(遊

塚)고분 등이 있으며, 아라가야권역 토기는 오사카부 

카미(加美)1호분, 나라현 신도(新堂)유적, 나가사키현 

쓰시마다이쇼군야마(対馬大将軍山)고분, 동 코후노사에

8 마천동유적에서는 다른 지역을 모방한 토기도 다량 확인되며(45호 석곽묘 등) 단순한 사람들 왕래나 물건의 이동뿐만 아니라 제작 기법이나 기술과 같은 

복잡한 정보 왕래도 타 지역(다른 가야권역의 여러 지역)과 빈번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대마도출토 도질토기(鈴木広樹 2019a)

1, 17, 33, 38, 47, 54, 58~61.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7호분

2. 아사히야마(朝日山墳墓群)분묘군

3.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B－1호분

4.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4호분

5, 16.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10호분

6, 35.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B－2호분

7, 42, 43. 토우토고야마(トウトゴ山)수습

8. 사호우라아카사키(佐保浦赤崎)3호분

9, 22~25, 31, 32, 49, 52, 56.  

쿠와바루(クワバル)고분

10. 카네카케사키(鐘掛崎)유적

11, 14, 34.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9호분

12. 토우토고야마(トウトゴ山)2호분

13.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8호분

15, 46, 62.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7·10호분

18. 다이쇼군야마(大将軍山)1호부

19. 다이쇼군야마(大将軍山)3호분

20. 에비스야마(恵比須山)5호분

21. 에비스야마(恵比須山)3호분

26, 39. 에비스야마(恵比須山)1호분

27. 우미오치(海落)1호부

28, 55. 미노시마(箕島)31호분

29, 57, 65. 미노시마(箕島)1호분

30.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3호분

36, 51. 시모가야노키(下ガヤノキ)G지점

37. 야토리사키토호우미사키(矢取崎東方岬)유적

40, 41. 에비스야마(恵比須山)12호분

44, 45. 에비스야마(恵比須山)2호분

48. 미노시마(箕島)2호분

50. 시마야마아카사키(島山赤崎)유적

53. 코후노사에(コフノサエ)2호분

63. 카이구치테라우라사키(貝口寺浦崎)유적

64. 에비스야마(恵比須山)7호분

신라 권역계토기 금관가야· 아라가야 권역계토기 소가야 권역계토기 대가야권역계·영산강유역·기타 토기 출토 유적

(※ 축척부동)

3
세
기

4
세
기

5
세
기

6
세
기

7
세
기

8
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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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フノサエ)유적, 가가와현 미야야마·미타니사부로이

케(宮山·三谷三郎池)요지 등이고, 소가야권역 토기는 

후쿠오카현 코데라·이케노우에(小寺·池ノ上)고분군

으로 대표되며 후쿠오카현 아사쿠라(朝倉)요지군, 나가

사키현 쓰시마에비스야마(対馬恵比寿山)분묘군, 에히

메현 이치바미나미구미(市場南組)요지 등 큐슈에서 많

이 확인된다. 대가야권역 토기는 에히메현 키노모토(樹

之本)고분, 오사카부 니시코야마(西小山)고분, 도야마현 

후쿠이(福居)고분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사례로 든 유적 

이외에도 많은 가야권역계 도질토기가 일본열도 내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기나이와 북부 큐슈 

지역에서는 도질토기 이외에도 많은 한반도계 유물도 

출토되고, 오래전부터 한반도와 교류의 중심 세력이었

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스에키계토기의 출토지와 일

본열도 각 가야권역 토기의 출토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쌍방의 교류를 논하는데 양 지역 

출토 토기 유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양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로만 판단하여 

양 지역 간에서만 밀접하고 빈번한 교류를 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필자는 과거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출토

된 배모양 토기에 대해서 그 배경을 고찰한 바 있는데, 

하나의 ○○가야권역 내에서도 각각 담당하는 직무(職

掌)가 존재하고 있어 그 결과, 분묘(유구) 또는 유물에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다(鈴木広樹 2019b). 이 견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에서 스에키계토기 출토 지역과 일본열도 각 지

역 간에 직접적이고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현 단

계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 또한 스에키계토기가 출토된 

분묘의 위치를 통해 크게 ○○가야권역으로 비정하여, 

교류양상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면 오

히려 스에키계토기를 사용(매납)한 집단은 ○○가야권

역의 일부로 보는 것이 무난하며, 최근 연구동향을 살

펴볼 때 출토지역의 특성과 지역성을 통해 스에키계토

기의 출토배경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야권역에서 출토되는 왜계유물은 스에키계

토기 뿐만 아니라 무기, 무구, 장식품, 하지키계 토기 등 

유물도 다수 출토되고 있기에, 앞으로는 이들 유물과의 

관계성도 고려하여 더 깊이 고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스에키계토기가 출토되기 전 

단계 토기인 하지키계토기의 출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하지키계토기 연구에서는 조

성원이 형태와 제작기법면에서 출토배경을 연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조성원 2016). 조성원의 한반도 하지키

계토기 유입과 그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지키계토기를 부장, 제작하는 사람은 재지인일 가

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제작정보-사람의 이동과 유물 

반입이 영남지역으로 들어왔음을 알려준다.

※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하지키계 토기는 산인(山陰)

계-북부 큐슈계가 가장 많으며 호쿠리쿠계, 서부 세토우치

(瀬戸内)계, 최근에는 키비(吉備)의 하지키계토기까지 발견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토기들은 북부 큐슈를 통해서 영남지

방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하지키계토기가 직접 유입된 지역은 북부 큐슈지역이

라고 하지만, 각 계통의 하지키계토기를 사용한 사람·집단

은 하지키계토기 원산지와 관련 있으며, 이들이 어떤 목적

으로 영남지방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 북부 큐슈를 거치면서 

변형된 하지키계 토기가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수 있다.

※ 낙동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에서는 왜인들이 

지속적으로 넘나들거나 장기간 머물면서 현지인들과 융합을 

통해 토착화된 하지키계 토기가 나타나는 반면, 서부지역에

서는 특정한 목적에 따른 단기간 체류 후 돌아갔기 때문에 

토착화된 토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4세기 전·

중반 하지키계토기의 출토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

지만,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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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토착화된 토기는 부산,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동

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연구를 통해서 4·5세기 대 영남지역 하지키계

토기 출토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북부 큐슈지역을 경

유해 영남지역으로 사람과 기술이 유입되었고, 낙동강 

동·서의 양상은 다르지만, 하지키계토기의 교류와 교

섭을 통해 이미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김해, 부산, 기장 등 낙동강 하류역이나 낙동

강 이동지역에서는 하지키계토기 출토가 상당히 많고, 

이미 고대부터 한·일 교류의 장소였으며, 아울러 서

남쪽 지역에서도 단기적인 교류 및 인적 왕래가 이루어

졌음을 알려준다. 이전 연구 성과를 참조해 보아도 삼

국시대(4세기 대) 낙동강 하류역은 일본열도와의 교류

에 있어 큰 영향력·교섭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성동고분군이나 복천동고분군 등에서는 토기 이외에

도 왜(倭) 중앙정권의 왕묘급 분묘에서 출토되는 화려

한 부장품을 부장하고, 나아가 이들을 서로 보유한 경

우도 많다. 즉, 이 시기부터 일본열도와 빈번한 교류 중

에 각지 중앙정권 세력이 개입되었고, 중앙정권을 통한 

왕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관계 속에서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건너온 도래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

다. 그것이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

한 각 중앙정권들과 연계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빈번

한 교류는 구조적으로 계속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하지키계토기 출토나 스에키계토기 출토로 나

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영남권에서 스에키계토기가 집중 출토되는 

시기가 되면 소가야권역 혹은 소가야권역과 관계가 있

던 지역에서 출토되는 수량 및 유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일본열도와 교류·협상에 필요한 연안 지

역, 대 일본열도 교류·교섭 루트를 소가야권역 세력이 

파악하고 세력을 확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대마도에서 출토된 도질토기의 예로 알 수 있듯 일본열

도 교섭권과 일본열도로 건너갈 때 중요한 해안지역을 

소가야권역이 장악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 금관가야권역 쇠퇴와 소

가야권역의 성행이 스에키계토기 출토에도 크게 나타

나 각 지역의 성쇠와 연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스에

키계토기 출토지역과 관련해서 일부 세력이 쇠퇴한 가

야권역에 속하면서도 다른 가야권역(혹은 다른 지역)과 

연계된 지역이 있는 한편, 세력이 성행한 가야권역에 

주로 속하면서도 세력이 쇠퇴한 가야권역과도 관계되

는 지역도 존재하였다고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가야권역에서 출토된 하지키계토기

와 스에키계토기는 출토 시기에 약간 차이를 보이며 

가야권역 내에서 세력이나 배경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이번에 고찰한 스에키계토기 출토에서

는 일부 기장, 부산 등 낙동강 동쪽 지역과 금관가야권

역 지역 등에서 보이고 있으나 5세기 후반~6세기 대 

범위에서 보면 김해권역(세력)⇒소가야권역(세력), 일

부 대가야권역 등 당시 세력의 성쇠를 엿볼 수 있으며, 

더욱이 내륙 대가야권역(세력)은 세력이 성행하고 있

던 지역, 소가야권역 지역(일족·집단) 등과 상호관계

성을 유지하면서 일본열도와의 교섭에 나섰을 가능성

이 충분히 상정된다. 그리고 이들 일본열도와 교섭·

교류에 관해서 가야권역 내에서 요직을 차지한 인물

(혹은 일족이나 집단, 지역)의 무덤에 스에키계토기를 

비롯한 왜계 유물이 매납된 배경도 이러한 이유 때문

일 것이다. 이들 분묘는 송학동고분을 제외하면 규모, 

부장품으로 보아도 왕릉급 분묘가 아닌 각 가야권역 

중앙정권을 모시는 지역의 유력자층이었을 것으로 추

측되며, 실제로 일본열도와의 교섭·교류에 대해서 중

요한 역할(교섭·교류에 있어서 루트 확보, 기타 지역 

관계, 연안 지역 관리, 왜인관리 등)은 이런 각 가야권

역에 속한 유력자나 그 일족, 집단이 크게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가야권역 출토 

스에키계토기를 보면 각 가야권역 세력 성쇠, 가야권

역 시대의 변천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어 교섭과 교류

에 필요한 역할을 한 각 가야권역 중앙정권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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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지역 유력자층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

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력자층(집단, 일족, 세력)

도 분묘 전체로 보면 일정한 가야권역과만 관계를 유

지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광역한 관계구조였음은 상

상하기 어렵지 않다. 가야권역을 고찰할 때 영토지배

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이었고, 중앙으로부터는 서로 한

정된 통제(혹은 규제)밖에 미치지 못한 많은 주변지역

(집단, 일족, 세력)이 존재했음을 생각해야 한다(그림 

5). 이들 지역을 일괄적으로 ○○가야권역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가야의 연구에 걸림돌이 될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가야권역과 상호 여러 지역

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진 지역(집단, 일족, 

세력)의 존재를 가야권역 출토 스에키계토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질토기, 스에키계토기라는 한정된 자료에 

대한 검토이지만 고대 한·일 교류에 중요한 길목에 

있는 대마도에서 출토된 도질토기의 고지(소가야권역 

혹은 그 주변 여러 지역)와 가야권역에서 스에키계토

기가 집중 출토된 지역 및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Ⅵ. 맺음말
 

앞서 지적한 가메다 슈이치의 도래인에 관한 고

찰은 한 마디로 도래인이라고 해도 도래의 배경, 도래

한 지역에서의 취급, 현지에서의 여러 구분 등 다양

한 역사적 배경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亀田修

一 1993). 이는 한·일에서 출토된 도래계 유물의 배경

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 유물에 관여한 사

람과 그 사람의 당시 입장이나 계급 등 사회 및 지역적 

파악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다. 

이번에 필자는 스에키계토기를 통해서 가야권역 

각지 양상을 살펴보면서 한·일 간의 교류에 관해 가

야권역 내에서의 다양한 내부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아직 불명료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자료

수로 보면 고찰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

러나 많은 도래계 유물 및 유구에서 당시 상황을 확실

히 읽을 수 있었다. 앞으로 고대 한·일 교류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그림 5 가야권역과 지방세력과의 관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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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ueki Excavated from the Gaya Region

In the mid-Kofun period, the technology employ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had reached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a Japanese-style unglazed earthenware called Sueki was produc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spread of  technology, regional elements from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remained strong, with 

production on the Japanese archipelago carried out only in very limited regions. After that, production in all parts of  

the archipelago began gradually.

The Sueki culture was introduced to the Japanese archipelago with the technology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many excavations have been reported in the Korean Peninsula(these excavations are even called Sueki-

type). Many of  these excavations were conducted in Jeolla-do, Yeongnam, and the Yeongsan River basin. As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however, many imitations were excavated around Jeolla-do, while Sueki of  the Japanese 

archipelago were excavated from tombs in the Yeongnam area. The excavation period was generally from the late 5th 

century to the early 6th century(especially from the TK23 to MT15 stage), which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Jeolla-do.

Regarding the locations where Sueki were excavated, the majority were found in the tombs of  local authorities. 

They were rarely excavated from the tombs of  the royal people. Furthermore, there is no evidence of  special 

meaning given to funeral ceremonies or Sueki in the Japanese archipelago form; therefore, most of  them are thought 

to have been treated the same as unglazed earthenware. Considering the tombs as a whole, influential people(groups, 

families, and forces) were not only connected to certain areas of  the Gaya region but also had complex and larger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the Sueki excavated from the Yeongnam area may reflect the rise and fall of  the forces 

in each Gaya region and the changes of  the Yeongnam period. The role of  negotiation and exchange can be seen not 

only from the fact that influential people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Gaya region were involved but also from 

the existence of  areas(groups, families, forces) discovered in the Gaya region indicating mutu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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