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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先史時代에 있어서 韓 .H 文化~~값 關係 쩌究는 배쩔的으로 가까 
운 九州 地域에 局限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 J , 그러나 ’94년 6웰 15일부터 

8원 22일까지 댄 • 韓交流某金 재정후원으로 71 ， 1 ， 1 、 j에서 北海道까지의 팡범 힌 한 

술조사에서는 새로운 관련자료가 적지 않게 출토되었고， 또한 韓텔11則에서도 새 

토분 發꺼핀，資料가 축적됨으로써 。l 제까지의 韓 · 日 文化交j危 關{系 !ìH究는 새로 

운 각도에셔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뇌었다. 본고눈 이렇게 새로이 發꽤펀 

þt料악 分析을 통하여 韓 · 다 文fr，交流 관계를 살펴 보는데 꽉적이 있다. 

II. 文化交流 關係資料

1. 韓國의 最近 發握資料

대한 해협을 샤이에 두고 그 가운매어l 자리잡고 있는 제주도 고산리에서의 

最近 發꽤成←果는 매우 댄딘된다. 아것은 구석기가 끝냐는 지금부터 1만 2천년 

전 이후부 터 선석기가 사작되는 지금부터 8천년 사야에 不分BI~했던 우리 歷史

의 전白期을 解f껴할 수 았는 강한 잠재력을 지니고 였기 때문이다- 제주대 박 

* 서울大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l) r考퍼펼 ν t"--j- )~.J NO. 183 댐輯 - ‘:] • 韓 文化交流σ)考古댄떠 뻐點J ， 二

二l→-tj- ι 工 ν ;Z 발행， 1980. 

i王孝宰，￥，)í石짧B풍1\';의 韓 . EI X化交流J ， IF韓l꾀史論.1 16, 한국국사편찬위원 
히 7l-õ~ 1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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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화산재로 형성된 고산리 유적 발굴 전경 

( 圖 2) 제주도 高山里 출토 타제 소형 돌화살촉 

물관팀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변 고싼리 3526번지 주변 해얀도로 예정지 엘 

대에셔 1994년 6웰 10알부터 8월 19일까지 별굴조사 결과(圖 1), 도합 육천 

오백점의 석기와 토기 파편이 채집되였다( 2) 

(2) 1994년 8월 이청규 교수의 현지발굴설명자료 및 고재원 「제주도 고산리 세석 
, 1 므*1 으처 - 차구 져11 .1 71 하동] 1 Q 1l 4녀 q원 3임 반퓨 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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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 키카이 아까호야 화산재 분포 범위 

145 

이중에는 한국 본토에서는 보가 ò]려운 iI三角形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소 

돌화상촉。l 4백 4점이나 포함되어 았고(圖 2) 문양이 없는 갈색 토기편 

50여점도 포밖되。] 있다. 더구나 화산재층으로 혀/세도l 
。 。 ζ 이 유적의 유물포함층 

중 유~룹늪은 한쉰;샅이 숨운해色의 기까이(鬼界) 아까호야 화산재층 아래에서 출 

표되고 였다. 

B · C 68001;1 前의 이 아까호야 화산 폭발은 九州내에셔도 가장 5회)J했떤 

것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그 재층이 쌓익1 것이 확띤뭔다(타il 3) 

이 화산재는 우리나라 동해나 인도지나 바닷속에서도 보랭 설험 결파 나다나 

고 였으며， 제주도는 물론 한국에셔도 그 화산재층이 발견되고 였다/ 

(3 ) 따尾핫仁 I南九州m火 LIJ活動èY7 디 • ?D/L]?」，

《、、 6 등용뮤'Jîhl댐 " III nn t; Q-h7 +떠앓 \'n(ν 8+T.U$，，(싸 1 Cì Q '7 

『火 UJ&!:ε 考古學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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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 橋達里 層位 상태 

。l 와 흡사한 소형 타제화살촉은 長暗縣 北松浦컵ß 吉正따[ 福井 j 리짧 제 7층에 

서 나오고 있고， 제3층에서는 細石'l]廳이 내오고 있는데 그 年代는 B.P 

12400土300이다. 또한 日本 愛壞(애히매 )縣 美川村 上黑岩(가미구로이와) 6 

층에서도 고산리와 ↑잠似한 돌화알촉과 갈색토기편이 多數出土되었는데 방사정 

탄소 측정 연대는 B . P 10085::c: 320으로 나왔다': 4j 이처럼 高LU멸出土 유물류 

는 이제껏 韓半島 本士와는 區分되는 文化양상으로 고산리 年代는 적어도 韓國

最古의 강원도 오산리 新石器 시작 이전인 B . P 8천년에서 구석기가 끝나는 무 

렵인 B. P 1만 2천년 사이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보이는 소행 화잘촉과 

함께 나온 갈색토기류는 무문양으로 토기를 빚을 때 짚을 混入한 흔적이 보인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정형화된 빗살무늬토기문화 발생 아전에서 구석기시대가 

끝나는 시기에 해당되는 문화요소로서， 이를 근거로 「古新石器」 단계를 새로 설 

정할 수 았게 되었다. 이 단계의 해병은 바로 야제까지 不分明했던 韓國史의 공 

(4) 江폈輝爛 「擺文文化0) 出現」， pp. 47-6l , 『新版考古學 講座.!] 3, 雄山開，

1978. 江城輝鋼 . I쾌本健兒 · 西田榮 í愛援縣 上黑岩陰 J ， r 日本 0)洞랐遺隨.!]， 

디大 종:느행十:1L옳 ”리깐’:홉l향흥텀옳 平R 社 1 CJfì7 



韓 · 터 文f디交流史의 새 로운 發械資f31 147 

ν 

( 圖 5) 橋、훌里 W층 출토 條浪文系 土器 (圖 6) 拍原出土土器

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있어서 자연환경은 韓 · 中 · 日 三.國이 육지로 연결 된 상황에서 벗 

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韓 · 日간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용이하였던 것으 

로보인다. 

경북 청도군 운문연 ~펌事里 유적은 운문사 계곡에서 발원하여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쪽으로 흘러가는 운문천가에 있다. 바위 그늘 내부의 높이가 2.5m 너비 

15.5m 되는 新石器時代 주거지이다. 포함충외 갚이가 4m나 되는 곳도 있는데， 

위로부터 4개의 층위로 구분되며 (圖 4) 가장 아랫충에서 출토된 일군의 토기군 

은(圖 5) 충위상으로도 융기션문 계통의 토기보다 아랫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편년상 한국 신석기시대 조기 (早期)충보다 先行되고 있다( 5:1 

야마자끼(미 1띠휩띤男)표가 發廳 調뿔한 가시하라(拍原)유적 F지점에서 出土된 

一#쇄 土器들을 실견한 결과， 밑이 뾰죽하거냐 九底에 가까운 형태로， 그 시문 

수볍에 있어서는 시문구에 일정 간격으로 우묵하게 파내어낸 것을 가지고 문질러 

서 무늬의 효과를 내고 있다( 6) 施文의 方向은 料向이며 토기 전변에 같은 문양이 

시문되고 있고， 토기의 입술 부분에 각목(刻팀 )이 새겨진 것도 보인다(圖 6 ). 이 

(5) 徐샘男 í폼連里 岩陰 발굴 개요」， pp. 450-477, 재 37회 全國 歷史學 大會 發表

要답， 1994. 
(6) 山뼈純男， rtÉl原 遺용휠群』 福間理藏文frJ\t 調휴 報뿜書 第190隻. 1 C)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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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토지 표변에 이런 사문구를 가지고 토가 표변을 문질리 문양외 효과를 내는 

수볍은 B. C. 55001견 前後하여 큐슈 일대를 포함， 일본 각지에서 발견되는 조흔 

문(총浪文) 계통의 토기에서 볼 수 였다. 

2. 日本에서의 最近 發握資웹 

韓國 新石짧時代 文11:;에 영향을 받은 소바따(曾때 ) j二짧 관계 유적 중， 

1987년 소바따 유척에 대한 내규모 발굴조사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알려졌다. 

그후에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그중 對馬烏 ←tμ땐18J 夫歸

石 유적 출토품이 注팀된다. 

13，OOOm나 되는 유물포함층의 일부는 이미 바덧붙어l 잠기간 하였으나， 1988 

년 11월에 이곳 개발어l 앞선 기초조사와 그후에 최근 퉁빠縣 敎育委월會의 l웹」끼다 

精密、調호 결과， 제 m층에서는 獨文 디그뼈애 속하는 阿高式 士器와 빗살무늬 토기， 

그 아래의 제 W층과 VII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多數 出土되었다( 7) 이 토기의 

(圖 7) 對馬 夫編石
出土韓國系
빗살무늬土器 

〈圖 9) 모야(大失} 출토 

石製結合式낚시촉 

(圖 9) 한국 오산랴형 

結合式낚시 

(7) 흡11齊제H되 「對‘馬 ::ht- --:;l 칸 챔6文土器人 1. ，.季刊 考古學』 第39號，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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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緣부분은 直立으로 끝나고? 口緣부위와 기복부위틀 각각 구분하여， 口緣部에는 

짧은 ￡댐명列을 口綠과 평행하게 五장IJ을 두르고 있고， 아래에는 魚、骨文을 施文하 

되 南海품 뾰죽밑 빗살무늬토기에서만 보이는 太線文과 똑같은 것이 보인다(圖 

7 ). 이것은 한국 남해안 빗살무늬토가인이 사용하던 것이 그대로 유입된 것으로， 

이제까지 티本 영토 내에서 발견된 韓탱系 新石짧土器 중 가장 명확한 것이다. 

1989년과 1992년 二次에 걸쳐서 熊本縣 本j많$ 本1度lIl]大失에 있는 오야(j:: 

夫〕 유적을 발굴한 결과， 表-t.n층)부터 맨 야랫층의 8층까지의 8깨로 구분된 

유물 포함층이 노출되었다.위로부터 3층에서는 돌 낚시축 1뼈가( b) 出土되었다 

( 1圖 8). 石質과 형태는 강윈도 오산리 발굴에서 첸집한 것과 흡사하다( \뭔 9) ‘ I ':L 

n本 東北部 춤森縣 우리바(賣場) 獨文土器 유적은 지난 1979년. ’80년 82 

년， 84년 도합 4차에 걸쳐서 발굴 조사하였마. 이것은 一般텔l펴 45號線이 지나 

가는 츄森縣 하찌노에(八戶rjn 高館 부근의 교통 왼화를 위한 껴획의 하나로 

bypass를 새로 만들71 워하여 간급 조사한 것이아. 그 결과， 핀배lfj파 펴품이 fi 

流되 는 웹i司 fV 23II1 차Itfr에 서 {픽統l핀얀 鋼文土뽑오}는 뭘'Wfj얀인 둔71 가 다량 출 

토된 것이다.μ01 5윌 ;5일 ~28일? 그라고 7월 6일 ~10일까샤 모두 2치에 검처 

현잔올 답사하고，'lj二던物에 대한 정밀한 분삭을 설λl하였다 

토기으1 찮}Rj，을 알 수 있는 完形에 가까운 빗살무늬토가는( [쿄1 10) τ， )j호슴1\가 

뾰죽밑이며， 口緣부는 깨어졌으나 그 파편 을 보변 直立디緣으로 끝나고 었어 韓

덴의 빽잭189얀 뾰즉밑 빗살무늬 형태인 포탄형이고，@ 口緣핍에는 짧은 短F타없 

것iJ을 두콘 파편이 보이는데， 口*%?낌에 짧은 *퓨영列을 두르고 그 아래 부위에는 

;택J、骨文을 새긴 것은 韓國 빗살무늬토기와 흡사하며 (獨文土햄에는 部位에 따른 

서로 다른 文樣훤素 }j힘文手法。l 없음)， @1 헨文技術 h에 있어사 日本新石器土

뚫으l 특정인 鋼文式이 아니고 文樣 施文具로 새겨서 文樣 效果를 q타내는 沈線

(8) 山뼈純男外Ir夫돗遺용혈.J， -*ì，않市 敎育委員會， 1993. 
(9) 任孝宰 · 權薦洙 r驚LU里遺題jj， 서울대한교 考]강人類 총간 9J땀， 서울대학교 박물 

관， 1983. 

(10) 좁젊縣 敎育委員會， r5듭場遺趙發握調짧짧告書.J]， 품森1rJ쩍핍밟i文1tlì、f듭댐j합報섣f뿔 第93

輯，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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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0) 좁짧縣 우리바 遺鏡 出土 土器

( 左) 효댁계 뾰죽밑 토기 ( 右) 시베리아계 납작밑 토기 

式이며 @~읍土에는 고문 빼妙를 섞고 있으며 石英， 雲母를 混入하고 있다. 토기 

파편의 두께는 7~8cm이며， 黃補色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系統의 土器는 日

本 鋼文文化(죠몬문화) f專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뽕質的인 것으로 R읍土， 짧 

形， 무늬 , 사문기 술 등의 全體R얀인 特徵이 韓!펴의 빗살무늬토기와 類似하다. 

이들은 B. C. 4000년 이전에 속하는 擺文 早期층에서 出土된 것이다‘ 이들은， 

종래 B. C. 3000 1견을 전후하여 九州를 중심으로 한 한 · 일 신석기 문화교류섣 

보다 적어도 1 ，000년 정도 앞선 시기에 日本 本州에 韓國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전파되었읍을 Îí證하는 重흥 資料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류품경￡縣內 오모데 다데 

(表館) 유적을 포함한(11) 여러 鋼文 유적에서도 빗살무늬토기가 발굴된 것이 있 

기 때문에， 티;本 編文文化 形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의 t삶每1'1'1 ， 韓半島 東北部어1 분포되어 있는 벗살무늬토가는 士器 底홉fí가 

한결같이 평저형 토가임을 감안할 때， 첨저형 빗잘 무늬토기가 그곳으로부터의 流

入될 가능생이 성립되기 어렵다. 日휘따洋學會의 海流冊究報告書에 의하면(12) 韓

國 南j每f블에서 韓國 東海뽑을 따라 38도선까지 北上한 後， 東海를 橫斷하여 

(11) 좁森敎育委員會 F表館(1) 遺體』 좁森縣 理藏文化財- 調흉報걷도뿔 第120集， 1988. 
ι- ~‘ - , ‘ι→、 lι ‘，，，，，. 、←→~T'Tt' ............ :I:n 사→긍초r 1 {)O t:: ι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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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1} 對馬 해류의 흐름 

f탐森에 도달하고 있는 흐름을 새로이 확인하였다. (1폐 11) 이러한 海流의 흐뜸야 

韓國 빗삼무늬토기 z1 t:의 傳播와 깊은 關聯이 있는 것이 아년까 생각된다. 

북해도 숫ffi의 오가와(大) I[ ) 유적은 1989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을 실시하여 

왔다 (1 3) 9~10세기 전후의 것으로 보이는 堅六 住居址 부근에서 풀토된 黑色료를 

는 높이 12cm, 구경 11.5cm, 저부 지콤 7.2cm로(圖I 12, 圖J 13) 이제껏 日 本

에서는 發見된 바 없는 이질적인 젓이다. 土器의 표면은 마연을 해서 윤택이 나 

는 고구려 계통의 전통을 이어 받은 漸海계의 土짧임이 분명하다. 성꺼海 영토 내 

에서 이러한 계통의 土않가 도처에서 發見되었지만， 이것과 가장 가까운 현태의 

것은 上京 龍짧땀의 남쪽에 있는 長東古城에서 찾을 수(圖 14) 있다(1 4) 

(13) iJ에1힘芳孝 I 中{행 東lt~t方 ú)없海 士器 仁「기、℃一大川 遺物lH土π}黑色뚫창考 

;t 6J F1 993年度 大川遺隨 發鋼 1\1힘좁 椰報」 所收 北海道 속rIJ머J敎育委員會 FIJ 

1994:年 3 月-

(14 ) 파 n과 l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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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2) 北海道/大)，11遺鏡 (圖 13) 大川遺뚫 出土 (圖 14) 中國 長東古城 出土

出土 澈海系 土器 黑色옳 賢則圖 .:l:.器 實測圖( 1/4) 

『續日本書紀』나 『더本紀略」에는 [十→月댄申，出쩌國言， 흉껴i每탤11햇呂定1#等 

六十八人j票훨헛地 物邊越後國依例Y共給]이란 글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11월 

달에 湖j每 國使 검定f林 일행이 i票流해서 北悔道 어디에 도착하였기에 이들을 

지급의 니가다(新웹)쪽으로 옮겨 대접을 하되 이전에 使덤프처럼 하라는 내용이 

다. 결국 이런 문헌기록과 黑色뚫자료의 배경과는 부합되는 중요한 歷史的 意

味블 찾을 수 있다. 수 십회에 결친 j執海 사절단들도 여름을 피하고 모두 그 

이후 출발한 것을 보면， 최근의 海流 흐름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11윌 

이 후의 對馬 해류는 북위 38。 까지 北上하디가 다시 南下하여 좁森이나 北海道

까지 흘러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3. 結 를표 
n口

。l상 살펴 본 것처럼， 最近어l 와서 韓 • 日 양측에셔는 그 交流 관계 자료가 

축적되였다. 기원전 만년에서 6천년 사이의 韓國史의 공백은 제주도 高LlJ里 자 

료에 의해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단계가 정형화된 한국 

선색가 λ1작 이전의 것이므로， 고산리를 표준 유적으로 한 「古 산석기」 단계의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l 단계에 있어서 日本 上黑岩과의 類似↑生아 보 

이지만은 앞으로 日本의 草創期 단계의 여랴 문화 유물과의 폭넓은 비교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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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東北部 품森縣 5듬場유적에서의 韓國系 빗살무늬 토기의 출토는 이제껏 

韓댐과 九州지역에 국한되었던 交流 關係史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 

로 보인다. 적어도 기원전 4，000년경부터 本州와의 交流가 입증되었기 때문이 

다， 이런 交流는， 발해시대의 동해 횡단 交流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동해를 횡 

단하는 해류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없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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