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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본 짧球의 고고학

李 淸 圭

1. 머리말

큐우(짧球)열도와 제주도는 한반도 · 중국 · 일본으로 둘러싸인 東中國海上에 있는

섬으로서 각각 한반도와 일본열도라는 본토의 주변도서인 점에서 상호 비교될만하

다.

금번 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일 합동조사연구팀은 이러한 데 초점을 맞추어 구

성된 것으로 일본측의 律波高志교수와 한국측의 全京秀교수의 주도 아래 인류학，

민속학， 지리학，역사학， 고고학 동의 여러 분야의 연구진이 참여하게 되었다. 펼자는

고고학분야의 일원으로서 조사1차연도인 1998년에 오키나와(뼈觸) 본섬을 증심으로

류우큐우 고고학의 연구현황을 살핀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글이 작성된 것이다.

오키나와에서의 고고학조사는 1904년에 鳥居龍藏가 石川市 伊波패총과 石뀔島

川平패총에서 시굴조사를 한 것이 그 처음이다. 그로부터 반세기 지난 1950년대부

터 多和田直淳읍 비롯한 류우큐우 현지학자들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지고 流球

갖IJ島의 선사문화편년안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當員關一 1975 . 池田榮史 1995)

일본의 류우큐우열도에 비견되는 한국의 제주도에서의 본격적인 고고학조사는

1959년 당시 제주도종합학술조사팀의 일원으로 金哲埈이 來島하여 제주시 龍潤洞

일대의 지석묘조사를 하면서부터이다. 제주도 현지학자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조사

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후반 내지 1980년대 전반에 와서이다. 그리고 제주도

선사시대의 펀년안에 대해서는 1973년에 鄭永和가 처음 제시하였으며， 1980년대 후

반에 들어와 李淸圭에 의해 보완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짧球의 고고학

은 제주도에 비해 반세기 이상 앞서 있는 바 같은 동중국해에 있는 섬지방으로서

앓球 고고학의 연구성과는 제주도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류우큐우열도 제주도 양 지역이 본토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도서

지방이기 때문에 본토와의 문화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通時的인 문화변

천과정이 본토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제주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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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고대문화의 편년체계를 무리하게 한반도에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제주도 문화

의 변천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리적 여

건과 島觸性을 보아 짧球도 일본 본토와 차이가 지는 것이 당연할 것인 바， 그러한

점에서 짧球 고고학 연구자들의 편년체계를 우선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서 두 섬지방을 비교함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류우큐우는 1000km 넘는 길이로 이어지는 열도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제주도와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거의 단일문화권을 형성하

고 있는 제주도와 달리 류우큐우는 자체내 세분된 문화권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 점 또한 양 지역을 직접 비교하기 전에 살펴 볼 문제이다.

도서지방의 문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만 발전을 하는 것

이 아니고 외부와의 교류 속에서 변화한다. 따라서 외부와의 교류 양상을 검토해야

만 동 지역의 문화를 共時的이고도 通時的으로 그리고 안과 밖의 균형잡힌 시각에

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流球의 주변에는 거리상으로 보아 일본열도 다음 중국대륙 그리고 한반도 순으

로 자리잡고 있으며 대체로 주변과의 교류의 빈도 또한 이 순서대로일 것이다. 또

한 동 순서가 류우큐우와의 본격적인 교류를 하는 시간적 순서라고도 생각되며，

실제로 류우큐우고고학 연구자들의 조사와 연구성과도 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고고학적 측면에서는 교류의 방식온 그 대상이 된 물질적 자료를 통하여 접근

할 수 밖에 없는데， 본고에서는 각 대상지역별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예를 들

어 검토하고자 한다.

2. 류우큐우열도의 문화권 구분(그림1)

류우큐우열도(짧球列島)로 알려지 있는 섬들은 대략 200여개로 일본 큐우슈우

가고시마현의 남쪽에서 타이완의 동쪽 사이 대략 1200km의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 류우큐우열도에 대해서는 오키나와(빼觸)， 南島， 南西諸島， 統球孤 둥의 다른 이

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들 지명은 각각 가리키는 공간적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우선 流球列島에 대해서는 大關諸島 · 토키라열도 · 흉美諸島로 구성되는 睡南諸島

와 그리고 빼觸諸島 · 先島諸島로 구성되는 짧球諸島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덤뼈皮和 1983) 先島諸島는 다시 宮古諸島와 A重山諸島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류우큐우는 원래 짧球왕국의 최대판도였던 영역， 즉 북쪽으로는

도카라열도， 남쪽으로는 先島諸島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앞서의 사전적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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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차이가 난다.

류우큐우왕국의 영역은 1609년 島律의 침공후 사츠마번(健摩灌)에 아마미제도(흉

美諸島) 이북이 넘겨지면서 그 영역이 축소되는데， 일반적으로 류우큐우라고 하면

아마미제도부터 八重山제도까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앞

서 규정된 류우큐우열도의 지리적 개념과 달리 북쪽으로는 大偶諸島， 토가라열도가

제외된다 하겠다. 安里進은 이러한 지리적 범위가 단순한 류구왕국의 정치영역이

아니고 통일한 언어 · 민속권을 형성하고， 일본본토와 구별되는 문화권이라고 주장

한다.(安里進 1990)

한편 流球에 비견되는 것으로 南島라는 명칭이 있는데 원래 이는 일본 나라시

대에 율령국가 영역 바깥에서 조공을 바치던 족속 중 북쪽의 ￠없奏의 지역에 대조되

는 족속의 지역 개념이다. ‘續日本記’의 기록을 보면 문무천황 698년조에 ‘南願’가

나오는데， 다음해 기록에 種子島， 屋久島， 港美大島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이에 따르면 南願 혹은 南島에 오키나와(빼編)와 先島諸島가 포함되지 않았는

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일본 본토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되

면서 이를 포함하는 지리적 용어로 탈바꿈된다.

그러다가 南島는 種子島 · 屋久島에 茶爾國이 설치된 이후로는 아마미제도 이남만

을 가리키게 되는데 남쪽으로 先島諸島가 포함되는지는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이

처럼 南島라는 말이 역사적으로는 류우큐우열도의 일부를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왕왕이 사용되기도 하며 특히 고고학에서 그러한 바， 주의

가 되는 용어개념이다.

南島라는 말 말고도 현재 일본에서는 南西諸島라는 명칭이 보다 많이 사용되는

데， 이는 가장 북쪽의 大偶諸島 부터 남서쪽의 失聞列島 · 先島諸島에서 동쪽으로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500여 krn 이상 떨어져 있는 大東諸島를 포괄한 개념의 용어이다.

따라서 류우큐우열도에 大東諸島， 센가쿠제도를 덧붙인 지리용어라 할 수 있겠다.

이 명칭은 明治연간에 1887년에 일본 수로국에서 명명한 관제지명으로서 지리학용

어로는 적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木下尙子 1996) 고고학 학술지에서 매년 일본

전역의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살피는데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우큐우열도는 앞서 보듯이 남북으로 1200krn 넘는 길이로 길게 분포하므로， 같

은 열도에 있더라도 남쪽과 북쪽간에 기후를 비롯한 자연환경은 물론 주변지역과의

관계적 지리환경에 차이가 있다.(池田榮史1995) 지리학적으로는 바다길이 험난한 토

가라 해협과 그 길이가 300km가 넘는 미야코 홉地 해저지형으로써 류우큐우열도가

2분되어， 北짧球 • 中統球 · 南짧球로 구분된다.(顧間讓二郞 1985) 北짧球는 種子島，

屋久島와 그 주변의 섬， 中流球는 흉美大島 · 오키나와 본섬과 그 주변의 섬， 南統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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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야코(宮古) . 이시가와섬과 그 주변의 섬으로 구성된다. 기후적으로 보면 북류

우큐우는 온대， 중 · 남류우큐우는 아열대에 속한다.

이러한 지리학적인 지역구분에 대용하여 國分直一은 고고학적인 관점에서도 류우

큐우열도를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북부권은 일본 죠몬 ·

야요이문화의 영향을 받는 큐우슈우문화권에 속하며 중부권은 큐우슈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지역이고， 남부권은 필리핀 대만의 영향을 받

는 지역이다. 바꾸어 말하면 3개의 문화권 별로 중세이전에 주변지역으로부터 받는

문화적 영향이나 교류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國分直一 '1966)

그런데 짧球왕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이른바 原짧球시대에 보면 북부와 중부는 일

본 큐우슈우의 죠몬과 야요이문화의 영향을 받지만 남부의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

는 그렇지 않은 점을 볼 때， 남부권은 그 이북의 중부， 북부권과 구분된다 하겠다.

상대적으로 다음 류우큐우 왕국시대에 와서는 남부와 중부는 동일한 문화권에 편입

되고， 북부권은 제외된다. 그리고 사츠마번(廣摩灌) 침공 이후에는 북부와 중부의

아마미 섬은 사츠마의 관할에 속하는 바， 같은 중부권에 속하는 아마미와 오키나와

는 구분되 는 변화를 겪 게 되 는 것 이 다，(安里進 1990)

3. 행球考古學의 시대구분 (표1)

류우큐우 고고학 편년의 첫번째 제안자는 多和田員-淳으로서， 그는 오키나와 각지

를 답사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1956년 류우큐우열도의 선사시대를 패총시

대라 규정하고， 前 · 中 · 後 • 曉期의 4기로 구분하였다.(多和田첼淳 1956) 그 당시로

서는 가장 이른 전기는 나하시(那觀市) 城굶패총에서 출토한 明刀錢을 근거로 죠몬

시대 말기로 보았으며 만기에 대해서는 중국 宋代의 수입도자기로써 일본 본토의

헤이안 이후의 시기에 병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편년의 지리적 멤위는 짧球는

중부권과 남부권을 포함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남부권이 펀년의 대상지역에서 제외

되고， 만기가 이른바 쿠스쿠(J 7.. J";城)시대로 대체되었다.

1978년에 高宮廣衛는 多和田員淳의 편년과 일본본토의 편년관을 대비하여 이른바

잠정편년안을 발표하고(高宮廣衛 1978) 그후 3차에 걸쳐 수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

게 되었다. 그의 초기 편년안은 전기 · 중기 · 후기의 삼시기 구분체제였으나， 東原

패총에서 일본 죠몬 전기와 초창기의 토기가 확인된 것을 계기로， 그에 상웅하는

초기를 추가하여 4시기구분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후 두차례 수정을 거듭하여 만들

어진 1984년의 편년안은 죠몬시대를 전기 야요이시대 이후의 시기를 후기로 대별

하고， 전기를 5기， 후기를 4기로 세분한 것인바，(高宮廣衛 1984) 기본적으로 그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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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관은 일본본토의 죠몬 • 야요이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짜여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安里進은 오키나와 선사문화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토기문

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본본토와의 同質性이 강화되지만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업경제를 각각 고려한다면， 또한 異質性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다·(安里進 1990) 따라서 高宮廣衛와 달리 異質性을 강조하여 오키나와 독자적인 편

년안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그에 부웅하는 편년체계는 아직 제

시되지 않고 있다.

白木原和美도 일본 본토중에서도 關東 지방 중심의 편년체계를 짧球에 막바로

준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 독자적인 671 의 시대구분안을 발표하였다.(白木

原和美 1992) 그의 편년안을 살피면 1기는 큐우슈우의 토기문화의 남하로 류우큐

우의 토기문화의 기초가 열리는 시대로서 죠몬시대 초창기에서 조， 전기에 상웅한

다고 한다. 2기는 流球 독자의 토기문화가 형성되는 시대로 죠몬 전기말에서 중기

에 상응하고， 3기는 統球 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로 죠몬시대 후기라

고 한다.4기는 문화의 내용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시대로 죠몬시대 만기에서 야

요이시대에 걸치는 시대 그리고 571 는 야요이시대 말에서 고분시대초부터 헤이안

시대 초에 걸치는 시기 끝으로 6기는 왕조를 형성하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도약하

는 시대로서 류우큐우문화의 완성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시대구

분론도 따지고 보면 앞서 高宮廣衛의 편년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바， 대체로 1-371

는 패총시대 전기， 4-5기는 패총시대 후기， 671 는 쿠스쿠시대에 대웅된다 하겠다.

기본적으로 짧球 편년에 가장 큰 문제는 패총시대 후기가 일본 본토의 야요이시

대， 고분시대， 헤이안시대의 三時代를 커버한다는 것이다. 일본 본토에서는 水田농

경파 금속문화가 야요이시대에 도입되고， 고분시대에는 대형 고분들이 축조되고， 關

器 · 철기문화가 크게 발달하며 나라시대를 거쳐 헤이안시대에 이르면 명실공히 고

대， 중세국가로 크게 발전하는 1천년 넘는 기간에 짧球에서는 수전농경， 철기 · 도기

문화， 고분문화의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렵채집문화가 상당히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석기 · 토기문화가 바꾸어지지 않으며， 대형 고분이 전혀

축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 제주도는 대체로 기원전후한 시기

부터 고려의 일개 那으로 전락되는 12세기경까지 ~t羅라는 독립적인 정치집단을 유

지하고 있어， 탐라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시대에 제주도에서도 關器가 생산되

지 않고， 벼농사의 증거도 확실하지 않으며， 철기 생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유행한 대형고분도 축조되지 않는 것이 流球의 패총시대 후

기와 비슷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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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流球의 선사시대 혹은 패총시대의 종말은 이른바 쿠스쿠(~ ;z ~')시대의 개

시와 맞물리는 것이 특정적이다. 쿠스쿠라 함은 류우큐우의 독특한 城塞的 유적으

로 대체로 오키나와 각지에 할거하는 아지(安司)라고 불리는 領主的 인물의 居城으

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쿠수쿠 중에는 제사를 지내는 성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였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쿠스크로 표상되는 정치적 시대를 쿠스쿠시대로 규

정하고 있는데， 이시대에 류우큐우를 중심으로 아마미제도는 물론 사키시마제도가

동일한 문화권을 이루면서 류우큐우문화권이 처음으로 성립되게 된다.

쿠스쿠시대의 고고학적 증거로서， 첫째 다량의 탄화미나 보리와 철제 수확도구

낫 동의 농경관계유물， 둘째는 뚫 • 寶을 주요 기종으로 하는 농경적인 廣底士器의

출현， 셋째는 류스에키(類須惠器)라고 하는 關器요업생산의 개시， 넷째는 도기 · 돌

솥(石鎬) . 중국 도자기 둥의 교역과 유통의 발달 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쿠스

쿠시대의 개시가 최근까지는 대체로 12세기경을 전후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해되고 있어 왔다. 그러나 安里進은 廣底士器와 石鋼， 류스에키(類須惠器) , 그리고

탄화미 출토가 10세기 전후하여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쿠스쿠는 13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쿠스쿠시대는 다시 10세기 전후하여 경제

적 발전기， 13세기경으로 정치적 전개기의 2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쿠스쿠시대의 종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체로 광저형토기를 이 시대의 표

지로 삼고 종말 기준을 삼아 왔는데 安里進은 이 시대는 본격적인 역사시대인만큼

문헌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는 1429년경의 三山統一을 그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쿠스쿠시대 후기에 山北 · 中山 · 山南의 지역권을 중심

으로 3대세력이 경쟁하는 三山分立時代가 도래하고 1429년에 삼산세력이 통일되는

데， 그러면서 발전된 관료조직을 갖춘 류우큐우왕국이 형성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는 관료조직이 뚜렷하고 왕권이 확립된 고대왕국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한반도 본토

의 중앙집권국가의 지방으로 化했다는 점에서 짧球와 차이가 난다.

4. 일본과의 관계: 야요이와 고분문화

일본 본토의 야요이문화는 유물로 보면 기본적으로 야요이토기를 標識로 하며，

한반도계 마제석기 • 청동기 • 철제품 등이 보급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요이문화는 생업측면에서 벼농사로 특정지워지는바， 전단계 죠몬시대의 채집경제

단계와는 다른 집약농경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본토의 야요이문화의 토기가 짧球에서 최초의 예는 1963년에 伊江島

具志原패총에서 확인한 남큐우슈우의 야마노쿠치식(山/ 口式)토기이다. (右寄英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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郞 · 高宮廣衛 1968) 그리고 1966년 다카미야가 발굴조사한 *滿市 휩榮里패총에서

큐우슈우의 이타츠케(板付)2식의 토기가 수습되었음이 오다후지오(小田富士雄)에 의

해 확인되면서 流球에서의 야요이문화는 분명한 존재처럼 되었다. 그는 이 패총에

서 합린마제석부 동의 야요이계 석기가 셋트를 이루어 동반출토되므로 큐우슈우지

방의 농경문화가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小田富士雄 1984) 다카

미야(高宮廣衛)도 동 유적의 입지와 자연환경으로 보아 水積경작이 시행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河口貞德도 훨美大島의 효利메 사우치 (-tt'/1-)유적에서 큐우슈우지방의 야요이전

기말의 高橋 1 . 2式의 토기가 출토될 뿐만 아니라， 유적의 입지둥으로 보아 아마미

섬에 야요이 농경문화가 정착하였다고 보았다.(河口貞德 1978) 1987년 발굴조사를

통해서 本部메 具志堅패총에서도 큐우슈우의 야요이토기가 상당수가 발견되고 동유

적 주변에 근년까지 논이 있는 접을 근거로， 패총시대 후기에 야요이식 논이 조성

되 었을 가능성 이 점 쳐 지 기도 하였다.(知念勇 1991)

최근까지 야요이토기가 류우큐우 열도 중부에서 발견된 예는 40여점이 넘고， 앞

서 보듯이 水험경작을 비롯한 야요이 문화의 정착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지

만， 그러나 아직 논농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

까지 발견된 가장 오랜 벼농사의 직접 증거는 養美大島 住用村에서 출토한 볍씨자

국이 있는 須惠器토기면으로 기원 10세기 이후 쿠스쿠시대에 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패총시대 후기의 류우큐우문화가 한편으로 야요이 문화의 요소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업방식은 전통적인 수렵채집경제가 우세한 점과 관련하

여 학자들간에 서로 상반되는 관점이 있다

우선 일본 구주의 야요이문화요소의 유입을 중시여기고 水田농경의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이 단계의 류우큐우문화를 續鋼生文化로 규정짓자는 견해이다.(高宮廣衛

1983) 또다른 관점은 비록 야요이문화 속성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벼농사가 함

께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가 더 많다는 입장에서 동 단계의 문화를 續觸

文文化라고 보는 견해이다.(安里進1992) 유적의 입지를 보면 논 입지로 부적합한 석

회암지대인 경우가 많으며， 토기 기종의 구성을 보더라도 농경사회 특유의 뚫形토

기가 적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패총이 많고 출토유물중 어망추 등의 어로

도구가 다량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죠몬문화의 특성인 수렵채집경제의 성격이 강

하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사하라 마코토(住原質)도 이 입장에서 짧球의 同 패

총후기문화를 南島續編文文化로 규정한 바 있다.

관점이 어떻든간에 류우큐우에 야요이계문화의 유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짧球塵 조개의 팔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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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교류관계를 연구한 기노시타(木下尙子)의 주장이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류우

큐우산 조개팔찌가 일본 큐우슈우지역의 야요이시대 유적에서 다량 발견되는데， 대

체로 사츠마(睡摩)반도부터 류우큐우 중부사이에서 중계지가 있다고 한다. 조개자체

는 류우큐우 중부 지역에서 조달되고 1차가공되지만， 제품화되는 곳은 사용지이라

는 것이다. 그래서 류우큐우의 야요이 토기는 다른 야요이계유물과 함께 조개팔지

소재와의 교환품으로서 유입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서북큐우슈우와 北浦의 무덤과 형식 · 賽法 · 부장품둥에서 공통하는

점이 많은 讀삼村 모벤바루(木線原)유적에서 조사된 석관묘 7기는 北浦人의 무덤이

지， 짧球 주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北浦人이 류우큐우산 조개를

일본 본토에 수출한 장본인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이라면 流球에서의 야요이문

화 요소는 큐우슈우의 야요이문화 담당자가 남긴 것이 된다.(木下尙子 1992)

고분시대 이후에도 류우큐우산 조개팔지 둥이 일본 본토는 물론 한반도 남부지방

의 고분에서 부장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짧球 북부의 種子島 廣田 유적에서는

야요이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류우큐우산 조개로 만든 貝tL과 팔찌가 다량 출토된

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일본본토유물은 류우큐우 중부지방 이남에서는 전단계보다

도 훨씬 드물게 나오는 바， 따라서 류우큐우 중부 이남지역은 거의 조개 조달처로

서의 역할에 그치게 되었던 셈이다.(그림 2)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요이시대도 그렇지만 고분시대에 이르러서도 일본 본토문화

가 류우큐우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만 보면 상대

적으로 우세한 셈이다. 그러나 일본 큐우슈우옳의 하지키(土師器)가 1992년 아마미

오오시마의 마츠노토 (7';;/!-) 유적에서 출토한 예가 있으며， 이케다에이지(池田榮

史)가 지적하듯이 야요이문화 유적에 대한 조사횟수나 규모에 비해 고분시대 유적

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기원 7세기 이후 일본본토가 율령국가체제로 전환되면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짧

球는 大和政權에 朝頁을 받치는 주변국으로 化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율령국가 체제

의 행정구역에 직접 편입되는 것은 種子島 · 屋久島를 비롯한 짧球 북부권이다. 이

를 방증하는 자료로서 九州 大宰府 유적에서 출토한 木簡 유물이 있는데， 동 목간

에 ‘傳美’銘이 있어 본토와 오키나와의 교류 조공관계를 방증한다.

5. 중국과의 관계-도자와 화폐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중국화폐는 전국 蘇나라 明刀錢이다. 이 명도전

은 일본 열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천강 이북에서 발견되었지만 제주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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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이남에서는 정확한 출토상황과 함께 정식보고된 바가 없다.

1점은 1924년에 발견된 것으로 나하시 표고 32m의 석회암 작은 구롱상에 있는

城폼패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석촉 등의 석기와 함께 출토되었다고 한다. 다른 1점

은 1992년에 오키나와 본섬의 具志頭村 具志頭城 아래 석회암 동굴 내에서 출토한

것으로， (當質關一 1997) 미국인이 금속탐지기로 태평양전 당시의 폐금속을 수집하

다가 발견한 것이다. 발견당시에는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래는 문화층

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밖에 딩那城村 屋慶名 패총에

서 명도전 1점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된 예가 있으나， 정식보고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은 에가 있다.(流球新聞 1969.9.22.)

明刀錢은 크게 세형식이 있는데 오키나와 발견 城돕패총과 具志頭城 명도전 2점

은 중국 요령성과 서북한 지방에 주로 발견되는 것과 형식상 통한다고 한다. 전국

시대 당시에 오키나와가 명도전이 주로 통용된 중국 화북과 동북지방， 한반도 북부

와 거리상으로 보아 직접 교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토상황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사가현(住풍縣)의 가

라츠시(庸律市)와 히로시마현의 三原市에서 출토한 예가 있다 한다. 또한 城폼패총

에서 명도전과 함께 큐우슈우계 죠몬만기토기가 출토된다고 하므로 오키나와 명도

전은 큐우슈우지방을 경유하여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다.

戰國時代를 지나 奏漢시대 것이 분명한 화폐로서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예는 드물

다. 중국화폐인 五錄錢도 오키나와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연대

가 확실하지 않거나 보다 늦은 시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제주

도에서는 제주시 建入洞에서 貨폈 · 大果五十 · 貨布 · 五錄錢 등의 新나라 王拜때

화폐가 수십매가 일괄 발견되었으므로 기원 1세기경의 것임이 확실하다. 또한 제주

도는 三國志 기록에 中韓과 교역한다고 전하고 있는 바 한반도 남부를 중계로 하

여 漢那縣지역과 긴밀하게 교역하였으며， 同 제주도 王賽錢은 그러한 배경에서 한

군현지역으로부터 직접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다만 그 화폐의 전달자

가 중국 상인인지， 제주도민이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나， 사실이 어떻

든 오키나와에서는 漢代에 제주도만큼 적극적으로 중국이나 중국군현지역과 교역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중국 화폐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것은 8세기를 전후한 庸나라 때이

다. 당시 중국화폐는 開元通寶로서 1959년 가데나(훌手納) 野國패총에서 5매 출토

확인한 것을 펼두로 오키나와 제도에서 8개소， 아마미제도에서 2개소， 八重山諸島에

서 3개소 등 총 13개소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출토매수는 1-3매， 5-6매 또는 10매

전후가 보통인데 八重山諸島의 石桓市의 破技$\~倚패총에서는 27매가 출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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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중국 당나라에 遺庸使船을 10회정도 파견하였고， 8세기경에는 南路를

개설하여 견당사선이 짧球에 寄港하였는바 앞서의 개원통보는 이 견당사선을 통하

여 유입되었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견당사 폐지후에는 이른바 짧球는 私質易시

대로 들어가는데， 9세기 이후 주변 해상로를 경유하는 상선의 대부분이 중국의 배

이었으므로， 견당사선 이외에도 중국배가 이 流球에 기항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고 한다. 따라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간의 중국 상인이 주도하는 私質易을 통해서

이러한 개원통보가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겠다.(高宮廣衛 · 宋文薰1996)

다카미야(高宮廣衛)는 다른 민족지 예로 보아 류우큐우에서는 이 시기에 도내 자

체는 물물교환방식으로 상품거래를 하지만， 중국제 수입품을 구입할 때는 이 중국

개원통보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개원통보가 발견되는 7-12

세기경의 패총시대 후기 는 일종의 화폐경제의 도업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高宮廣衛 1996)

오키나와에서 중국에서 구입하는 교역품 중에서 단연 앞서는 것은 도자기이고，

중세에 오키나와에서 발견되는 무역도자기 중에 90% 이상의 중국도자기이다. 그러

나 개원통보가 발견되는 당시의 중국 도자는 오키나와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편이

다. 다만 八重山諸島의 西表島의 출토예가 있는데 이는 9세기를 중심으로 한 딩대

후기에 중국 湖南省 長沙의 鋼官鎭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오키나와 자체에서 본

격적인 수요가 발생하기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도자기는 앞서 본 개원통보와 함

께 중국의 상인들을 통해서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8-9세기 庸代 청자가 제주시 龍價洞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는 바， 당시 전남 쫓島에는 張保皇의 훔-海鎭이 있어 중국-한국-일본의 교역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용담동에서는 다량의 新羅關器가 당대 중국 청자와 함

께 발견되기 때문에 제주도 발견의 당나라도자는 한반도 남부를 경유해서 들어 왔

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오키나와에서 중국상인이 직접 들어온 결과 개원통보가

발견되는 것과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다.

짧球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발견되는 宋나라 중국도자는 11세기말 12

세기초의 白磁磁으로 恩納村 熱田貝據을 비롯하여 오키나와에서 약 40개소 유적에

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12세기후반에서 13세기경에 들어와서 중국의 龍果쫓와 同安

쫓계 청자가 오키나와에서 다량 출토되어 이때부터 짧球에서는 중국도자 교역이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옴을 확인할 수가 있다.(金武正紀 1998)

이 단계에는 짧球 각 지역에 토착세력인 아지(安司)들이 발호하고 이들이 중국과

교역을 하는데， 그것은 私賢易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도자 무역선이 류

우큐우열도에 빈번하게 寄港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대표적인 예가 宇檢村 會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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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倚海底遺題의 예이다. 이 유적은 아마미 섬의 서쪽 宇檢村灣 입구에 있는데， 남송

때 도자기를 대량 실은 배가 난파된 곳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조사되었다.(宇檢村

敎育委員會 1999) 이 유적에서는 송대도자기와 함께， 1점의 오키나와 · 아마미섬의

독특한 暴久式士器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 사실에 주목한 田村見一은 동 중국도

자가 아마미 현지인과 교역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그 대부분이 대접류로서 ‘河홉遺땐’， ‘金玉滿堂’銘이

있는 예가 다수 포함된다. 똑같은 명문의 자기는 오키나와 본섬의 나하시 둥 여러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어 더욱더 당시의 송대자기를 실은 중국 무역선이 짧球 현

지에 기항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하겠다. ‘河慣遺땐’， ‘金玉滿堂’銘의 남송도자는

제주도에서 한경변 新昌里 수중유적에서 다량 발견된 바 있어 남송도자기는 당시

제주도와 류우큐우열도 주변의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빈번하게 교역되었음을 짐

작하게 한다.

그런데 !1rE球가 중국 도자 교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14세기에 들어와서이

다. 그것은 중국에 明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140여개소의 나라와 부족을 冊封하고，

조공관계를 맺게 되는데， 짧球도 이에 포함되면서 對중국의 進頁質易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중국 측에서는 당시에 책봉관계를 맺은 나라 이외에는 조공무역을 인정

하지 않았으며， 중국 내의 일반민에게도 해외무역을 금지하는 이른 바 海禁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金武正紀 1998)

이때는 각지의 아지(安司) 혹은 수장세력들이 산발적으로 사무역을 추진했던 전

단계와 달리， 수장세력이 中山 · 山南 · 山北의 이른바 三山세력으로 통합되면서 이

들을 중심으로 公質易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기록을 보면 1372년 中山王에 의해 조

공무역이 개시되고， 이어서 산남 · 산북의 왕도 1380년， 1잃3년에 각각 시작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조공무역을 통하여 다량의 명대 도자기 류우큐우에 수입되는데， 이들 도자기는

류우큐우 자체의 소비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중계무역의 상품으로서 이용되기도

하였다. 류우큐우가 다른 지역보다 중계무역지로서 각광을 받은 것은 당연히 그 지

리상의 여건에 있는데， 동중국해상에서 도자기 생산 공급지인 중국 남부지방과 수

요지인 일본을 정검다리식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오키나와 본섬

의 수백여 곳되는 쿠스구 유적을 비롯하여 전지역에 중국도자가 다량 출토하여，

流球는 무역도자의 왕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조공무

역은 1475년 이후 짧球 사신의 중국내 소요사건을 계기로 그 규모과 축소되고，

1567년 海禁政策이 해제되면서 그 중계무역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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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과의 관계 -도자와 기와

짧球에서 한반도로부터 건너 옹 것으로서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짧球 각지의

크고작은 쿠스쿠 혹은 城관계 유적에서 다량 발견되는 ‘쫓西年高麗1L!Zr造’ 銘의 기

와이다.(그림 3) 오키나와에서는 동 기와가 계유년에 해당하는 1273, 1393년 동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는지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1273년설을 취하는 이케다(池田榮

史) 교수는 한국의 고려 三別妙 해체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池田榮史

1998) 1393년설을 주장한 입장에서는 여말 선초의 교체기에 유민집단의 유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西섭正 1981)

기와 이외에 짧球에서 발견되는 또다른 한국계 유물로서 오키나와에서는 高麗춤

磁로 이해되고 있는 親춤磁器가 있는데 그 숫자도 적고 하여 별도로 정리되거나

체계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그러한 이유로 번거롭지만 여기서 필자가 수집한 자료

를 토대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간단하나마 설명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 소개한 것

이외에도 정식보고되지 않은 예도 있고， 필자가 미처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예도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4 . 5)

1) 那觀市 首里城(鍵홈芳太郞 1976· 手據直樹 1980· 뼈觸縣敎育委員會 1988 . 上原靜 1994)

1936-37년에 걸친 조사에서 파편 1점이 수집되었는데 보고자는 당시 統球에서 유일한 조

선도자기로서 三島手(분청자기)라고 보고하고 있다. 1961년 友寄英一郞이 채집한 것으로 분

청자기 底部片 1점이 있는데， 그 바깥면 굽주위로 돌아가며 白象族의 運離文帶， 안쪽으로는

如意頭文帶가 장식되어 있다.

1974년 발굴에서 수집된 2편의 파편 중 1점은 저부에 가까운 부위로 바깥애는 상하 2개의

橫線 중에 연판문이 장식되고，다른 한점은 印花聯珠文이 장식된 대접편이다. 보고자는 이와

함게 출토된 다량의 중국 도자기의 연대로 보아 14세기대인 고려청자로 추정하고 있다.

1992년에 수습된 작은 파편은 線象嚴의 草花무늬가 장식된 대접편이다.

2) 伊是名村 伊是名城(手像直樹 1980)

분청 대접의 저부편 1점과 뼈體部片 2점이 채집 보고되었다. 저부편 다른 1 점은 안쪽 한

가운데 印花 국화문이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동체부펀 2점은 둘다 곁쪽은 초화문의 선상감

초화무늬， 안쪽에는 인화국화문이 밀집되어 있는데， 두점다 역시 14세기대 고려청자로 보고

하고 있다.

3) 浦뚫市 浦밟城 (浦振市數育委員會 1985)

모두 12점의 상감청자가 채집되었다고 하는데 그중 4점의 대접편이 정식보고되었다. 1점

은 구연부편으로 겉면은 3줄의 線文帶 아래에 草花文， 안쪽에는 象嚴庸草文帶와 印花聯珠文

帶를 장식하였다. 그밖에 물고기 비늘같은 무늬가 장식된 파편， 運辦文帶가 장식된 파편， 그

리고 내저에 백상감의 한줄의 선이 있는 저부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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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具志頭村 破名城古島遺題(뼈編縣立博物館 1985)

1982-84년 조사에서 수습된 대접의 작은 파펀 1점으로 인화국화문대가 장식되었다.

5) 北감메 北용城(北各메교육위원회 1986)

대접의 저부가까운 파편 l점으로 겉면에 연판문대， 안쪽에는 如意頭文帶와 작은 연주문

대가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6) 具志頭村 具志頭城(具志、頭村敎育委員會 1986)

1982년 조사에서 1점 확인되었는데， 대접구연부편으로 바깥에는 雷文帶 아래에 초화문， 안

쪽에는 雷文帶 아래에 변형구름무늬대가 빽빽하게 장식되어 있다.

7) 豊見城村 高領古島遺題 (豊見城村敎育委員會 1990)

1987 ，88년 조사시 l점이 수습되었는데， 저부에 가까운 대접편이다. 바깥변에는 아래쪽에

흑백상감의 연판문대를 장식하고 그 위에 雨點文올 표현하였고， 안쪽면에는 아래쪽에 인화

연주문， 그 위로는 변형구름문을 장식하였다. 역시 보고자는 고려청자로 보고하였으나， 분청

자기에 속하는 것이다.

8) 嘉手納메 屋良城(覆手納메敎育委員會 1995)

고려청자로 1점이 보고되었는데， 복원 입지름이 21.7cm인 대접의 구연부편으로 안쪽변에

백상감의 인화연주문대가 2조의 선안에 일렬로 장식되어 있다. 보고자는 13세기말-14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9) 石川市 伊波城(石川市數育委員會 1996)

1996년 조사에서 수습된 대접의 外反 口緣部片 1점이다. 백상감의 몇 개의 줄무늬가 확인

되었다

10) 今歸仁村 今歸仁城(那觀市立훨屋燒物博物館 1998)

1998년에 那觀市立효율屋燒物博物館 개관기념 특별전 도록에 소개된 것으로 4접의 대접면

이 있다. 2점은 저부편이고， 1점은 구연부편， 1점은 동체부편인데， 구연부편은 안쪽에 변형당

초무늬대와 인화국화문대가 정식되고， 동체부편은 뢰문대와 변형된 花觸文이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11) 名護市 宇a:t左古島遺題(1998)

아직 정식보고가 않된 1점의 파편으로 名護市數育委員會의 후의로 관찰할 수 있었다. 대

접 혹은 접시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안쪽면에 雨點 印花文이 장식된 고려말 조선초기의 象

族印花紹좁계통의 자기이다. 대체로 그 연대는 14세기말 15세기전반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보듯이 짧球에서 발견되는 한국 도자기는 총 30여편이 안되는 것으로 중

국 도자기에 비해 매우 적다. 한 유적 당 발견되는 숫자의 비율도 아주 낮아서 예

를 들면 1992년 首里城 성곽의 조사에서 총 265점의 도자기중 1점만이 한국계 자기

인 것이다.(上原靜 1994)

오키나와에서는 이들 자기를 고려청자라고 전부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

라에서는 그 대부분이 분청자기로 분류되는 것이다. 모두 印花象嚴手法으로 장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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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분청자기계열로서 일부 상감청자에 속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그 연대를

보면 14-15세기에 속한다. 이 때는 앞서 본 것처럼 짧球가 중국 明나라의 冊封國이

되어 조공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때이고 아시아지역의 중계무역지로서 두각을

나타나던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의 시대에 한국의 도자기가 짧球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 器種이 전부 대접편이라는 점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수입되는 그릇 중에는 대접말고도 병이나 항아리 등이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대에 한국에서는 대접 이외에 항아리， 병， 접시 등 다양한 기종

이 제작되었는데도 짧球에서는 대접만이 선택적으로 수입된 것이다.

발견되는 유적을 보면 그 대부분이 쿠스쿠유적이거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古島유

적이다. 이들 유적은 류우큐우지역 중 당대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곳으로서 당대

지배세력과 관련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류우큐우에서 일정한 계층 이상에

서 많이 사용한 외국의 도자기 중 대접으로는 한국의 고려청자 혹은 조선분청의 대

접을 어느정도 選好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문제는 이들 도자기를 공급한 담당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 나하(那觀) 포구

에 구전되는 설화중에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 상인에 얽힌 내용이 있다. 한국에서

온 상인이 팔려고 하는 도자기를 너무 값을 낮추어서 살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싣

고 온 도자기를 바다에 모두 버리고 갔다는 내용인 바 이를 통하여 보면 한국상인

의 짧球 來島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하겠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高麗互E造銘

의 기와가 짧球 전역에서 출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더욱 그러한 것이다. 동 기와

의 출토는 어떤 식으로든 조직적으로 한국사람이 짧球에 들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

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자기를 팔려는 한국 상인의 來島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고 하겠다.

그러나 전남 新安 앞바다 元나라 해저 침몰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동 도자교역선은 14세기 元代의 중국 배로서 배에 실었던 그 대부분의

자기는 중국 원나라 제품인데 그중에 일부는 고려청자도 있었던 것이다.(崔光南

1992) 이 배는 중국을 떠나 한국 서남지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는 배로 추정되

는 바， 짧球의 고려청자 혹은 분청자기도 중국 상인이 타고 다닌 배를 통하여 유입

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짧球 상인이 직접 한반도를 내왕하여 취했을 가능성이다. 기록

에 보면 한국에 짧球에서 사신을 보낸 사실이 있는 바 사신을 통해서 이들을 수입

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 그 교역의 경유지는 큐우슈우일 가

능성이 높은데， 류구의 상인이 그곳에 건너가 그곳에 유입된 한국 고려청자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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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해서 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7. 傳美大島 고고학의 몇가지 문제

아마미(港美)오오시마(옳美大島)는 오키나와 제도와 함께 류우큐우열도의 중부문

화권에 속한다. 國分直一에 의하면 이 중부권은 큐우슈유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서 독자적인 문화권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두 섬은 1609년 島

律의 침공을 받은 후 아마미(港美)섬이 사츠마번(健摩灌)에 소속하게 되면서 오키나

와 본섭괴는 행정구역상 다르게 되어 오늘날 이르게 되었다.

오키나와와 아마미(港美) 양 섬의 고고학적인 편년체계가 상호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는 바 그것은 양지역이 동일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상호 별도의

문화변천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금번 2차년도 류우큐우 제주의 비교문화연구 조사에서 조사지역인 아마미(옳美)

의 고미나토(小漢)는 아마미(흉美)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유적의 현지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우선 고미나토(小模) 후아가내구(外金久)에서 名懶市 교육위원회에서 발굴

조사한 류우큐우 최다의 夜光貝의 다량 集積유적이 조사된 것을 들 수 있다. 동 유

적자료는 매년 일본에서 실시되는 전국 출토 중요 문화재 특별전0999년도)에 출품

전시된 바 있다. 동유적의 고고학자료는 류우큐우와 일본 九州를 무대로 한 고대단

계의 해상 교역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아울러 고미나토(小漢)에서는 작년과 금년에 이어 쿠스쿠(1’;7，. 1)유적에 대한 현

지분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구스쿠(1' ;7，. 1)는 오키나와 본 섬을 중심으로 수백곳

분포하고， 이곳 아마미(휩美)에도 全島 일원에 밀집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양 지역의 구스쿠(1' ;7，. 1) 성격을 이해하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동 구스쿠 유적도 아마미(흉美) 고고학의 중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고미나토(小漢)에서는 일찍이 古幕유적에서 중국 南宋代 도자기가 출토되어

서 주목받은 바가 있다. 앞서 夜光貝가 일본 국내를 중심으로 한 교역체계를 보여

준다면， 중국 도자기는 東中國海 전반의 교역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본 발표에서는 고미나토(小樓)의 중요한 연구주제이면서 동시에 아마미(홈美)전체

의 고고학 연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위의 세가지 대상을 놓고 현지조

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논의하고 한다.

1) 고미나토(小훌) 夜光貝 대량출토유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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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쿠우는 일본이나 한반도에서 산출되지 않는 야광패와 이모가이 (1 .:f: jl1) 조

개산지이다. 두 종류의 조개는 크기와 角質 뿐만 아니라 색깔 광택둥이 우수하여

장식품의 원소재로 이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기노시타(木下尙子) 둥이 연구한 바로

는 이들 조개를 원료로 한 장식품이 일본 야요이시대부터 고분시대 이후에까지 일

본구주를 비롯한 본토지역에 교역되었다고 한다.

그 제품의 종류는 크게 대형 조개용기(貝앓)， 貝차， 기타 馬具 장신구로 대표된다.

조개용기는 기본적으로 대형의 야광패를 소재로 하여 큰 수저 모양을 만든 것이다.

이 용기는 기록에 따르면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음주용기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

패찰은 장방형의 소형 板節에 기하학적인 무늬가 장식된 것으로서 의복 둥에 매단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무늬가 중국 청동기에 많이 장식되는 整餐무늬 닮았다고

하여 중국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과 그리고 한국 고분에서 주로 출토하는 고대 마구류 중에는 말몸통을 결박

한 띠의 연결부에 장식한 말띠꾸미개(雲珠)가 있다. 이 운주는 대체로 원형판 모양

을 기본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오키나와塵 이모가이 (1 二f: jl1)가 그 원판형 틀의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고미나토(小樓) 가내후내쿠유적은 해안사구상에 형성된 것으로 妙표 후방부분에

길게 분포하고 있다. 그 유적규모는 대략 20，OOOm'로서 그중 약 4，OOOm'를 1997년에

2차에 걸쳐 거의 6개월간 조사되었다. 동 유적에서 5개소의 야광패 제작지가 확인

되어 대략 2，500여점의 야광패가 검출되었다. 아울러 패찰이 총 16점 뜰토되었는데，

앞서 야광패 제작지에서 함께 출토된다고 한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고미나토(小擾)의 야광패가 일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集積되

어 있으며， 그 대부분이 어린 조개가 아닌 성장한 조개들 뿐이라는 사실이다. 상태

도 완전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로 미루어 이 조개무더기는 변띨주도한 계획을 갖고

포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변 조개포획에서부터 集積 저장하는 것이

전문적인 노우하우(know-how)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것

이다.

다음 이곳에서 확인된 조개용기는 총 90점 이상으로 그동안 류우큐우 열도에서

한 유적에서 발견된 에중 가장 많은 숫자인데， 그 대부분이 미완성품이고， 최종 완

성품은 3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미완성품의 확인을 통해서 고미나토(小漢)에

서 단순히 조개포획 저장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작되었던 제작처였음을 분

명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 미완성 조개수저를 통해서 1)사용부분의 절취 2)

형태의 成形과 整形 3)겉변의 연마등 일정한 제작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가 있는 바，

따라서 제작과정에서도 역시 전문적인 제작기술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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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동 유적지에서 완형품이 근소하고 파손품이 많으면서，

그 파손부위가 대체로 일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그 대부분이 사용도중에

파손된 것이 아닌 점을 미루어 발굴조사자인 高짧修는 이 조개수저 완제품은 이곳

에서 사용 소비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었다고 추정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미(옳美) 섬에서 고미나토(小覆)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야광패의 용기가

제작되었지만， 그 완성제품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 수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대체로 동 야팡패유적지의 연대는 같이 나오는 가내구식(暴久式) 토기의 연대로

보아 대체로 7-8세기경인 바 이 때는 일본 본토는 본격적인 율령국가체제로 돌입

되는 시기이다. 아따미(짧美)는 당시에 일본의 주변 朝頁國으로서 일본에 동 야광패

조개제품을 일본 본토에 조공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실제로 일본측 문헌기록에

이를 방증해주는 기록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太宰府 유적에서는 ‘魔美

爛’라는 명문이 있는 竹簡이 발견되어 그러한 사실을 더욱 방증하여주고 있다.

야광패 수저가 큐우슈우에서 긴기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여러 지역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고대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지역의 대부

분은 당대 빼椰와 新羅가 위치한 지역인데 우선 고분의 부장품으로서 高靈 지산동

의 예가 있고， 사찰유적으로 경주 黃龍츄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이처럼 류우큐우

야광패는 일본과 한국 남부에서 진귀한 물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직접 류우큐우에서 온 것이라기 보다는 일본의 九州지역을 거쳐 유통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류우큐우摩 조개제품을 私的으로 류우큐우 혹은 아마미(꿈美) 사람들이 직

접 운반 수출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기노시타(木下尙子)는 동 조개

제품이 가고시마 남쪽의 種子島 廣田유적을 중심으로 중계무역이 이루어졌다고 추

정한 바 있다. 이는 일본 본토에 널리 보급된 류우큐우산 貝;tL이 廣田유적에서 대

량 출토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패찰은 앞서 보듯이 고미나토(小漢)유적

에서 20여점 가까이 출토되었는 바 아마미(흉美) 둥 류우큐우열도에서 제작이 되었

으며， 조개용기와 함께 아마미(흙美)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교역하였을 가능성도 전

혀 배제 못할 것이다.

2) 아마미(흉美) 구스쿠(δ :A?)에 대하여

아마미(흉美) 지역을 포함하여 오키나와에는 대체로 城을 뜻하는 류우큐우 방언

으로 구스쿠(/，‘;z /' )라고 하는 유적이 수백개소 조사된 바 있다 구스쿠(/'’;z /，)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는 그 형태， 입지， 축조기술， 시대 둥에 따라서 여러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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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고 있는데， 크게 首長세력인 按司(7 ~)의 거주설， 聚落說， 聖域說 그리고 방

어설 등 네가지 설이 있음을 中山淸美가 정리한 바 있다.

그중 按司 거주설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입장에서 當質關一은 구

스쿠(;7’7.. ;7)의 전개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우선 농경문화가 발전하고 계급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 성립해서 대외무역이 확립하고 발전하떤서 城으로서의 체제를 갖

추고 규모가 커진 구스쿠가 각지에 들어선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首里

城主가 오키나와를 통일하면서 각지의 성이 쇠퇴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스쿠가 일반 취락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萬元政秀는 류우큐우 열도의 구스쿠를

세종류로 나누어 파악한다. 우선 A식은 首里城， 今歸仁城， 中城城 등 문헌기록에 분

명히 지배자의 居城으로 인정되는 구스쿠(깃7.. ;7)를 말한다.B식은 문헌기록이나

구전둥으로로 별로 전하지 않은 구릉상의 돌담을 갖는 구스쿠(;7" 7.. ;7), C식은 구스

쿠(;7"7.. ;7)라 전하지만 출토유물도 없고 g딩臺와 같은 특수한 구스쿠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중 구스쿠는 B식으로부터 발생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채집경제사회에서 대

외무역이 활발한 유통경제로 이행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역설은 中松鋼秀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구스쿠(;7"7" ;7)가 격절된 입

지에 있어 피난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지배지나 촌락을 보호하는 기능은

별로 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구스쿠(;7" 7.. ;7 )가 수장의

居城으로서는 좁은 면적을 갖고 있으므로， 구수쿠가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아지(按司)와 그 가족이 기거하는 성으로 발전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구스쿠에 성곽이 추가되면서 성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으로， 원래 구스쿠(;7‘ X

;7)는 신을 예배하는 장소 곧 聖域이라는 것이다.

방어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입지조건에 주목하게 된다. 구스쿠(;7" 7.. ;7 )는

입지에 따라 첫째 구롱의 정상에 있는 것， 둘째 독립된 작은 구롱에 있는 것， 셋째

절벽상의 대지에 입지한 것 등이 있는데 대체로 방어를 목적으로 하여 처음 발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방어적 성격이 보다 강한 구스쿠(;7' 7.. ;7 )에는 긴 구

덩이 시설인 塊切(호리기리)를 갖고 있는 예가 보펀적인 적이다.

中山淸美도 아마미(출美) 구스쿠(;7‘7.. ;7)의 입지에 주목하여 산중에 있는 것， 대

지상에 있는 것， 바다에 면해 잇는 것으로 크게 세종류로 나누고 있다. 그중에서 산

중에 있는 것은 몇 개의 호리기리(觸切)을 갖고 있는 것이 특정이고， 대지상에 입지

한 것은 주로 취락의 후방에 있으며 바다에 면한 것은 바다쪽으로 돌출한 둠狀대

지에 독립된 지형을 이용하고 잇는 예가 많다고 한다.

名懶市교육위원회에서는 1998년에 나제시(名懶市) 관내의 구스쿠(;7" 7.. ;7) 상세분

-176-



포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중에서는 고미나토(小漢)와 그 주변지역도 그 대상에 포

함되어 있다 그결과 현재 고미나토(小樓)와 고미나토(小擾) 포구에서부터 it間지형

이 내륙으로 연장되는 양주위의 산에는 총 167H 소와 3개의 구스쿠(:7‘A :7) 지명이

전하는 곳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평탄대지와 하리기리， 통로，

土壘 동을 갖춘 성곽시설이 있는 쿠스쿠도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그중 2개소에 대

해서만 구스쿠라고 부르고 있다.

대부분 그 성곽시설은 상당히 가파른 지형을 이용한 것이므로， 토착세력의 城으

로 보기는 어렵고 방어시설이나 아니면 聖域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

다. 대체로 주민들의 구전에 의해서도 동 구스쿠( :7" A :7 )에 대해서 후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강하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龍j뿔 n폐의 구룡 정상부에서 뼈탬와 중국제 磁器가 다량 출토

하는 유적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 동 유적에 대해서는 앞서 류우큐우 쿠스쿠처럼，

여러 측변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대체로 제사지내던 곳으로 추정되는 점이 앞서

구스쿠(:7‘ A :7) 성역설과 통한다고 보겠다.

한편으쿄 제주도에서 城이라고 하변 해안가 저지대에 있는 성곽시설을 갖춘 縣城

과， 鎭城으로 이는 뼈羅가 한반도 중앙 집권국가의 지방으로 편입된 이후의 것으로，

류우큐우처럼 在地세력의 근거지로 확립되면서 성립한 것과 다르다. 그러나 현성과

진성으로 변모되기 이전에 그중의 일부는 류우큐우 구스쿠처럼 자체 재지세력의 근

거지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의 해안가 오름 정상에는 유사시 연락을 취하는 煙臺와 峰樓시설이 수십개소

자리한다. 오키나와나 아마미(옳美)에서의 상당수 구스쿠(:7“ A :7)는 역시 이와 같은

통신시설 기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 그것은 주변해역을 통해서 들어

오고 나가는 교역선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다에 면한 구스쿠(:7" A :7)는 그러한

기능을 가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고미나토(小훌) 古基버土 中園關훌에 대하여

고미나토(小漢) 妙표유적에서는 1965년에 공사중에 완형품 도자기가 107H 이상

발견되었다. 발견시에는 일부의 항아리 안에 인골이 매납되어 있었다고 하므로 藏

骨器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백자는 4점으로 1점은 접시 3점은 대접인데 대체로 11세기 후반 12세기 중엽 사

이에 있는 중국 福建省 일대에서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중국 宋代 도자기이다.

그중 접시는 九州 福間縣 山經據에서 출토한 1120년의 紀年銘이 있는 것이고，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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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觸뼈四耳효율로서 그중 한점 또한 福間縣의 한 무덤에서 1110년의 기년명품이 있

는 것과 유사하다. 그밖에 두점의 대접류와 함게 류우큐우塵 도기 항아리 1점이 공

반출토된 것이 전한다.

대체로 11-12세기는 류우큐우 각지에 首長세력들이 성장하고 구스쿠(:;" A:;)가

곳곳에 들어서는 단계이다. 이때는 아직 중국과의 본격적인 조공관계를 맺지 못하

고，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지역집단별로 私賢易을 하는 단계인 것이다. 중국 배가 류

우큐우열도 루트를 경유하면서 도자기를 내고 그 대신 류우큐우의 특산물을 갖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미(흉美)를 寄港으로 한 종국 무역선은 아마미(審美)섬의 우겐손(宇檢村)의

會木뼈에 난파된 해저 유적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1994년에 처음 확인되어

1995년부터 1998년에 걸쳐 수중조사되 었다.

동 유적은 燒內灣의 입구에 있는 작은 성과 만의 해안 사이에 한가운데에 형성된

폭 300m, 길이 2km의 技手久 해협에 위치한다. 유적지점은 수심이 2-4m 정도로

알은 곳으로， 해저에는 산호초가 형성되었는데， 이 지점을 통과하여 灣 안으로 들어

서면 갑자기 깊어져 수심이 80m에 이른다고 한다.

해저의 중국도자기는 앞서 좁은 산호초 해협을 중심으로 길이 900m, 폭 200m의

걸쳐 분포하였는데， 조사보고자들은 이는 후대에 파도에 밀려 넓게 퍼진 것으로 보

고 있다. 또한 동 지점에서 徒石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1척의 교역선의 침몰되변서

잠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4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약 2300여점의 중국계 도자기편이 수습되

었는데， 그 산지별 종류를 보면 龍景쫓系청자， 同安뿔系청자， 福建省系백자， 景德、鎭、

黨系청 백자， 폈州쫓系 등의 關器가 있다.

중국의 요업생산지는 기본적으로 원료와 연료를 취득하기 쉬운 장소에서 운영되

는 바， 내륙부， 산간부에도 위치하므로， 일단 이들 도자기는 내륙 하천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운반되어 강하구의 集힘地에서 外￦i用의 화물선에 실려 해외에 무역되

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동 하고자키 침몰선은 溫州와 福州 등 각지에서 반출

된 외항용 화물선 1척에 실렸던 것으로， 일반적인 외항용의 배가 그렇듯이 옷底形

바닥을 가진 동 배가 이 해협에서 좌초되어 침몰된 것이다. 동 배는 결국 중국 福

建省에서 아마미 슐木뼈를 거쳐 일본 九州로 이어지는 항로로 운항되었던 것이다.

아마미(港美) 섬에는 앞서 고미나토(小樓) 둥 벌써 이 하고자키보다 50년 이상 앞

서서 중국계 도자가 유입된 바도 있고 하여 이 하고자키 해저침볼선은 적어도 재

지 유력인 집단에게 일정의 도자기를 팔았거나 팔려고 하였던 배일 가능성이 충분

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해저유적에서는 중국제 도자기와 함께 아마미(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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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지계 토기인 가내구식(暴久式) 토기가 동반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오키나와가 중국의 조공국가로 되어 三山의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進頁

무역을 하고 동중국해의 중계무역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14세기 이후로서， 이 하고

자키 유적의 연대에는 아직 私質易의 단계이다.

이 하고자키 유적의 도자기 종류와 똑같은 것이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九州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주도 한경면 新昌里 유적에

서도 발견된 바 있다. 한경면 신창리에서도 하고자키의 것과 똑같은 ‘河홉遺웹’， “金

玉滿庸‘명의 청자 대접편이 다량 출토된 바 있어 당대 중국 도자 무역선이 동중국

해 남쪽의 류우큐우는 물론 북쪽의 제주도를 경유하거나 기항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그렇듯이 이들 宋代 中國關쯤는 대체로 재지 세력가들에

의해 구입되었을 것인 바 이들 중국도자가 구체적으로 류우큐우 아마미(港美)에서

어떤 식으로 소비되었는지를 살펌으로써， 고고학에서 중요연구 대상인 물질적 자료

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고미나토(小

뚫)의 중국도자기는 그것이 層身을 매납한 藏骨器로 이용되었는 바， 일반 생활용으

로 소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8. 협古島 고고학의 몇가지 문제

류큐(짧球)列島 南部에 位置한 미야코 섬(宮古島)에 대한 가장 큰 考古學的 關心

은 이 섬의 文化가 周避 어느 地域과 어떻게 關係를 맺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이

러한 關心은 傳播論的인 것으로서 그것은 아마도 日本은 물론 류큐 (짧球) 列島의

최남단 周擾部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한 論議 중에서도 특히 조개도끼(貝쭈)와 거석묘(巨石養)를 둘러싼 論議가 활

발한데， 이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나 미야묘(宮古)와 이라부(伊良部) 섬 현지에서

現地體좁를 통하여 얻은 所見을 정리 發表하고 關係學者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조개도끼(貝쭈)에 대해서는 安里關淳(아사토)선생의 논의가 가장 代表的이고， 거

석묘(巨石幕)에 대해서는 金에리카 선생의 論文이 있는 바 이들 두 분의 논의를 중

식으로 살피고자 한다.

1) 조개도끼(貝쭈)에 대한 논의

미야코(宮古)의 우라수쿠(浦底)패총과 나가마수쿠(長間底) 둥지에서 발견된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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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貝쭈)는 대형 샤코가이(~ 쑤 그 r'J h" ，0조개를 材料로 하여 만든 것이다. 이들 조

개도끼(貝쭈)는 조개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開閒部의 두툼한 部位를 재료로 하여 만

든 점에서 펼리핀의 것과 가장 비슷하며 中國 南部나 臺灣 마이크로네시아 둥지

에서는 그 예가 드물다고 한다.

가까운 臺灣보다는 보다 먼 필리핀 지역과 考古學資料가 類似한 現狀을 쿠로시오

(黑懶) 海流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학자가 많다. 쿠로시오(黑懶) 海流는 필리핀 루손

섬 憐近에서 발생하여 臺灣 東部를 거쳐 오키나와(때編) 열도를 따라 통북쪽으로

北上하는 北*道 해류로서 이를 통하여 많은 文化要素가 해류 주변의 여러 島爛地

方에 傳達된다는 주장을 한 학자가 많다.

韓半島 南海뿜이나 濟州島의 文化要素 중에서도 일부가 쿠로시오(黑漸) 해류를

통하여 왔을 것이라고 主張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 왔다. 고고학(考古學) 분야에

서도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하나는 新石器時代 빗살무늬토기(樹目文士뚫)

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석묘(支石幕)에 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류우쿠유

(流球)열도(列島) 관계되고， 후자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와 關係된다.

특히 後者의 경우는 직접 浮游物을 띄워서 확인하려고 試圖하였는 바， 아직 그

浮游物의 海上 移動 狀況을 정리한 論文이 發表되지 않고 있다. 발표자 또한 濟州

島 해안가를 답사하여 최근의 표착물(漂看物)을 확인한 바 있는데， 제주도 南部에

漂훌한 대부분의 物件들은 臺灣의 예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海洋物理學者가 제주도에 근접하는 해류가 쿠로시오(黑懶)해류라기 보다는

臺灣과 中國 南部사이를 흐르는 臺灣海流라는 主張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

는데， 보다 확실한 것은 금후의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斷定될 일이다.

앞서 보았듯이 미야코(宮古) 섬의 조개도끼(貝쭈)가 필리핀 섬의 것과 유사하고

보다 거리상으로 近接한 臺灣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原始船海나 漂流性

船海에 影響을 많이 주는 쿠로시오(黑懶) 해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금번 이라부(伊良部) 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쿠

로시오 해류에 의해 移動되는 物質資料를 可視的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라부(伊良部)섬이 미야코(宮古) 주변의 섬 중에서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쿠로시오

(黑懶) 해류가 제일 먼저 만나는 곳 중의 하나임을 훌眼하여， 해안가의 漂훌物을

調훌하기로 하였다. 이라부 섬 중에서도 특히 남쪽으로부터의 漂훌物이 많은 下地

島와 이라부(伊良部)섬의 사이의 樓口 η‘홈 해안가에서 1시간동안 漂훌物을 훨集하

였다.

日本塵 혹은 류우큐우(짧球)列島塵 것을 제외한 浮游移動이 가능한 外來漂훌物로

서 20점을 수집하였는 바， 20점 중에 9점이 필리핀 塵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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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꿇이 5점이 확인되었다. 그밖에 中國， 인도네시아， 韓國 製品도 각각 1 ，2점이

있었는데， 물론 지나가는 배에서 떨어뜨린 것도 있어서 각각의 地域에서 흘러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펼리핀으로부터 출발하는 쿠로시오(黑湖) 해류로

통하여 이동하였을 可能性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표 2참조)

문제는 조개도끼(貝씀)의 경우 浮游物이 아니어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運搬되기 어렵다는 데에 있는데 海流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배를 이용한 항해의

결과 펼리핀에서 미야코로 傳達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필리핀의 조개도

끼(貝쏟)와 미야코(宮古)의 그것과 사이에는 이천년 이상의 年代差異가 있는 것 자

체가 단순히 海流를 통한 文化傳播에 대한 논의가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단순히 해류만 이용한 빼海라는 것은 거의 漂流性 船海에 가까우며， 다른 船海技術

이 隨伴되지 않는 한 이를 통한 文化의 移動과 移植은 限界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安里 선생은 미야표(宮古)의 新石器時代는 前期에 土器를 사용하는 集團이 小規

模 遺廣을 海崔段li: J::. 에 형성시킨 것과 딜리 後期에 해안가로 내려와 士器는 만들

지 않고， 뺑、樓와 符繼에 종사하는 집단이 大規模로 遺題을 形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前期에는 사람들이 아직 정착하지 못한 단계이고 2500년전에서

1000년전에 이르는 後期 단계에 비로소 보다 많은 人口가 定看하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그리고 조개도끼(貝쏟)는 이 後期段階의 유적에서 전부 발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조개도끼(貝쭈)라는 文化要素가 전기단계에 설흑 들어왔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야코(宮古)의 한 文化로서 정립되는 것은 역시 보다 오랜 시

간과 과정이 지나서임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으며 이 또한 島爛地方에 文化가 流入

되어 이식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2) 거석문화(닫石文化)에 대한 논의

미야코(宮古)섬에는 巨E記念物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미

야코 (宮古)섬의 久見후자키(j.;‘증 풍)라고 불리는 巨石훌이고 다른 하나는 미야코

(宮古) 섬의 실력자였던 나카스니 도우이야마(件宗根豊見親)의 巨石記念建造物이다.

전자는 한 가운데에 板石으로 찬 石相흉를 安置하고 주위로도 역시 板石으로 組立

한 平面 方形의 담올 짜 맞추어 施設하였다. 후자는 가파른 언덕에 濟州 五賢瓚의

姐豆E처럼 작은 立石 7개 세우고， f뼈힘面에는 돌로 잘 짜맞춘 階段을 造營한 것이

다. 階段 下部에는 石室을 꾸미고， 그 앞으로 샘을 파고， 그 앞에 돌담을 돌린 시설

을 갖추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가 우선 巨石文化의 範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初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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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論議가 펼요하다고 본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巨石文化라 함은 보는 사람

이 壓폼tl당할만한 일정 수준의 크기와 숫자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을

巨大한 記念陣的 造營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차라리 巨石이 아닌 一

般的인 돌의 文化로 認定하는 수준에서 돌을 통하여 祖上과 子孫， 또는 神과 사람

이 만난다는 觀點에서 接近하는 것이 윷當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류우큐우(짧球)북부의 아마미오오시마(흉美大옮)에서도 미야코섬(宮古島)이

나 이라부 섬(伊良部島)에서 확인되는 巨石훌와 비슷한 무텀의 예가 있다. 해안가의

넓적한 산호바위편을 떼내어서 조립한 것으로 아마미 오오시마(훔美大島)의 북부지

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龍짧6田J jJj.尾木의 예가 대표적이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미야코(宮古)의 경우 石相 周圍로 板石을 두르고 있지만 아마미(審美)의 경우는 그

렇지 않다는 데에 있으며 돌 재료 또한 미야코(宮古)의 경우 石까岩製가 많으므로

相互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차이가 있지만 미야코(宮古)의 경우는 巨石幕의 戰念으로 그리고 아마미

(審美)의 경우 板石幕라는 擺念으로 區分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같은 무텀

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名稱 또는 擺念의 差異는 舞送嚴禮와 관련되는 것인지 分

明치 않은데， 이는 학자마다 無意識的으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인 결과인지 아니변

아마미 오오시마(춤美大島)의 겨우 노로나 家族 幕의 경우이고 미야코(宮古)의 경

우는 實力者의 무텀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체로 巨石

養 또는 巨石記念物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 地域集團이나 實力者의 威勢를 反映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류우큐우(짧球) 北部와 南部간에 구분되는

文化團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류우큐우

(짧球)열도는 크게 北部， 中部， 南部 혹은 北部， 南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中部

와 南部 혹은 北部와 南部의 경계로 미야코섬(宮古島)과 오키나와(뼈編)섬 사이 수

백키로미터의 海u뺏이 있다. 실제로 여러 考古學的인 測面에서 양 지역의 文化的 區

分이 가능하며， 상호 同一 文化團으로 인정할만한 단계는 쿠수쿠시대 (:7' ;Z j7 )이후

혹은 류우큐우왕국시대(統球王國時代)라는 것이다，

분명히 차이지는 것은 아마미 오오시마(港美大島)의 板石훌훌와 달리 앞서 지적한

바처럼 묘 주위에 별도로 잘 다듬은 板石으로 둘러싸고 있다. 거의 방형으로 둡러

싼 板石造 基增이 특정인데 이처럼 石相幕 周邊에 平面 方形의 板石造 基增은

15-16 세기 濟州의 이른바 王子養라고 전하는 무텀의 예도 있다. 제주시 未北洞의

傳 星王의 무덤과 西歸浦 화원동 法華좋址 憐近의 傳 王子幕가 바로 그것이다. 미

야코(宮古)의 이러한 巨石養는 대체로 支配層이거나 外部에서 온 實力者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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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觀點도 있어서 상호 示浚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미야코의 잘 다듬은 巨石記念物과 巨石 무덤에 대해서 14-15세기경 中國 南部 福

建省에서 移住한 住民들과 關聯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지역

과 미야코(宮古) 간의 交易 동의 關係記錄과 傳說이 根據가 되고 있다. 중국 南部의

技術者들이 藥造하고 그들이 또한 묻힌 것이라고 하는 바， 信때的인 測面과 技術的

인 {則面， 그리고 歷史， 口傳 등의 여러 측면에서 多方面에서 接近하려는 점은 重要

하고도 示浚받은 바가 많다. 濟州島의 支石幕의 起源을 따지는 논의가 단순히 形態

上의 類似性만 따지고 그 文化的 歷史的 背景에 대해서는 거의 言及없는 것과는

對照가 된다.

9. 맺음말

우선 고고학자료를 토대로 하여 짧球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通時的으로 살펴 보

았다.

대체로 統球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열도로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며， 각

각 시기에 따라 주변으로 받는 문화와의 교류양상이 다르다. 선사시대 대부분 북부

는 일본 큐우슈우의 영향을 거의 직접적으로 받지만 중부와 납부는 그와 다르며，

중부와 남부 또한 짧球왕국 성립 이전에는 별개의 문화권으로 파악된다. 한편 류우

큐우의 선사시대 펀년은 일본 본토와 다르며， 무엇보다도 패총시대 후기가 설정되

어 일본 본토의 야요이시대 · 고분시대 · 헤이안시대 모두에 대웅되는 선사시대임이

주목된다.이는 기원후 1천년동안 도기 · 철기 생산 · 벼농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주도의 탐라시대와 비견될 수 있다.

열본과의 관계를 살펼 때 야요이시대의 벼농사문화와 고분시대의 스에키(須惠

器) . 고분문화는 統球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류우큐우산의 조

개제품의 교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교역의 주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큐우슈

우나 류우큐우열도 북부권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융령국가체제 이후에 주변 속국

으로 되지만 독립된 문화권을 유지하다가 사츠마번(陸摩灌) 침공 후 비로소 일본

문화권에 편입되는 것이다.

중국과의 교류는 화폐와 도자를 중심으로 살필 수 있는 바 본격적으로 짧球에

중국화폐와 도자기가 유입되는 것도 대체로 庸나라 때인 8-9세기부터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도자교역은 다음 쿠스쿠시기 시작 무렵인 12-13세기로서 각지역의 수장세

력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중국해상에서 중계무역지로 두각을 나타내

는 것은 14세기대에 들어와서인데， 중국의 조공관계를 맺으면서 中山 · 南山 · 北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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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三山세력올 중심으로 進頁賢易의 형식을 취하면서이다.

한편 한국의 문물로서 짧球에 유입된 대표적인 것으로 고려기와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고려 후기 1273년 제주도에서의 삼별초 붕괴직후이

거나 혹은 고려말 조선초에 유이민이 들어 온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다. 짧球에서 발견되는 한국도자는 조선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자기 대접이 대

부분으로 한국상인이 실고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중국상인 혹은 류우큐우인

이 운반해 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짧球와 주변의 韓中日과의 교류관계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여러 조건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교류방식을 총체적이고

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의 필자 능력으로서 불가능하나， 금후 류우큐우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보다 숙지한 후 재차 접근하고자 한다.

2차년도 조사지인 아마미섬에 관련해서는 고미나토(小漢)의 고고학 자료를 중심

으로 대략 살펴보았다. 야광패 유적을 통해서는 일본과의 교역 古幕 출토 중국 도

자기를 통해서는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구스쿠 유적을 통해서는 오키나와 본섬과

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있었다. 동 자료를 정리， 이해하고 설명하는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미(홈美)의 현지 고고학자 中山淸美， 高利修， 元田信有 선생이

제공한 논문 및 보고서와 류구대학의 池田榮史와 後顧雅彦 선생의 도움에 의한 것

임을 밝히고자 한다.

3차년도 조사지인 미야코(宮古)와 이라부(伊良部) 섬과 관련한 논의는 짧은 기간

동안 錯훌하고， 몇 편의 論文에 根據하여 본 發表文이 作成되어 誤꿇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라부의 漂훌物 魔集도 體系的이지 못하고 매우 助雅한 水準의 것

이다. 濟州島 考古學을 하였던 立場에서 外部로부터의 文化 流入은 류우큐우(짧

球)와 미야코 섬(宮古島)의 考古學者와 共同의 關心事가 아닐 수 없는 바， 같은 島

觸地方의 考古學的 文化에 대한 關心의 表現으로 理解하고 오키나와 現地의 學者들

의 많은 가르침을 期待한다.

끝으로 3년간의 류우큐우고고학의 자료수집과 통 지역의 유적답사를 위해 류구

대학의 、律波高志교수를 비롯하여 池田榮史교수， 後購雅彦교수， 그리고 유학생 吳盛

奎군의 도움을 크게 받았는 바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류우큐우 고고학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필자가 잘못 이해하고 쓴 부분이 적지 않으

리라고 생각되는 바，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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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年代 韓 国 日 本
韓半島 済 州 沖 縄 日本 列島

紀元前 10000紀元前 1000紀元 0兼己元 500紀元 10007TB l500 者石器時代 者石器時代 蕃石器時代 者石器時代

新石器時代 有文土器時代 貝塚時代 縄文土器時代

青銅器時代 無文土器時代

初期銀器時代 蒲生土器時代

原三園時代 耽是時代

三園時代 古墳時代

南北閲時代 奈良時代

高架時代 平安時代

耽是郡済州牧時代 子土子時代琉球時代 鎌倉時代

南北朝時代

(豆1)音♀帝♀望三年 Rll千三9]時代匝分 封比

1189-



<표2> 이라부 해안의 외래 표착물 목록

번호 생산지 국명 종류 크기 (em)

중국 플라스틱병 高14.7 口짧3.3 底經5.8

2 ? 플라스틱병 高21.8 口쩔2.7底經5.6

3 대만 종이팩

4 인도네시아 컵라면 高10.5 底經6.6

5 한국 설리콘통 高22.2 口 쩔1.5底經4.8

6 필리핀 기어오일통 長19.6 短7.7

7 ? 병 高15.4

8 필리핀 플라스틱병 高12.5

9 필리핀 플라스틱병 高4.4

10 ? 플라스틱병 高7.0

11 필리핀 플라스틱병 I뭘3.9

12 대만 신발창 長23.0

13 대만 벼。 高9.7

14 필리핀 플라스틱병 高9.4

15 필리핀 플라스틱병

16 대만 라이터 高8.0

17 필리핀 과자봉지 長1 1.5短8.5

18 필리핀 과자봉지 長9.7短6.3

19 필리핀 일회용커피봉지 長7.0短5.8

20 ? 과자봉지 長12.0短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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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류우큐우훌 조개페품의 분포와 유통(木T尙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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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휴우큐우출토 「쫓짧年홈훌효近造」銘기와(西잡正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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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류우큐우출토 분청자기편((D-@ 홉理城 @-@ 伊是名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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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류우큐우출토 분청자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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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文要約]

済州島から見た琉球の考古学

李 清 圭

本研究報告書は､1998年から2000年にかけて実施 した済州島と沖縄の考古学的比較調

査の成果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1998年に実施した第 1次調査については､沖縄本島を

中心に沖縄考古学の研究現状を把握 し､これに基づき､以下の研究テーマを設定すること

にした｡まず､日本本土と異なる沖縄考古学の編年体系や沖縄考古学の細分された三つの

文化圏の概観､最後に日本本土を始めとする中国 ･韓国との交流に注目した｡

･琉球列島における文化圏の区分 :沖縄 ･南島 ･南西諸島など地理学的用語と考古学的

な側面から細分された三つの文化圏の整理を行った｡

･琉球考古学の時代区分 :沖縄考古学の独自的な編年体系の整理と､合わせて済州島考

古学の編年との比較を行った｡

･日本との関係一弥生と古墳文化 :沖縄各地から出土した弥生土器や木綿原遺跡の石棺

墓､南海産貝製品の日本本土遺跡からの出土例を挙げながら検討 した｡

･中国との関係一陶磁器と貨幣 :沖縄から出土した燕の明刀銭や開元通宝の輸入経路の

推定､中国陶磁器についてはその当時の社会的な側面からの考察を行った｡

･韓国との関係一陶磁器と瓦 :韓国との関係は高麗産瓦や主にグスク遺跡から出土する

陶磁器から検討 した｡

次に､1999年の第 2次調査については､奄美小湊などにおける現地調査の成果や収集

した考古学関連資料をもとに､奄美大島の考古学について検討した｡奄美小湊のフワガネ

ク (外金久)遺跡出土のヤコウガイを通して､琉球と九州地方の古代段階の海上交易につ

いて考察を行った｡また､奄美と沖縄に分布するグスクの性格の整理と済州島の鯖城 ･鎮

城との比較も試みた｡最後に､小湊の古墓遺跡から出土した南末代陶磁器に注目し､東中

国海における交易体系についても検討を加えた｡

最後に､2000年の第 3次調査地である宮古島の伊良部の現地調査を踏まえ､貝斧や巨

石墓に関する既存の研究成果の検討と所見を述べた｡とくに､貝斧については黒潮海流と

の関係に注目し､漂着物の収集の成果も付加 した｡宮古の巨石墓については､奄美大島の

板石墓や済JJll島王子墓などとの比較検討も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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