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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古學을 통해 본 流球와 주변지역과의 교류 

李淸圭*

1.머리말 

류우큐우(聯)열도와 제주도는 한반도 · 중국 · 일본으로 둘러싸인 

東中國海上에 있는 섬으로서 각각 한반도와 일본열도라는 본토의 주 

변도서인 점에서 상호 비교될만하다. 

금번 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일 합동조사연구팀은 이러한 데 초 

점을 맞추어 구성된 것으로 일본측의 律波高志교수와 한국측의 全京

秀교수의 주도 아래 인류학. 민속학， 지리학，역사학， 고고학 둥의 여 

러 분야의 연구진이 참여하게 되었다. 필자는 고고학분야의 일원으로 

서 조사I차연도인 1998년에 오키나와(째爛) 본섭을 중심으로 류우큐 

우 고고학의 연구현황을 살핀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글이 작성된 

것이다. 

오키나와에서의 고고학조사는 1904년에 鳥居龍藏가 石川市 伊波패 

총과 石桓島 川平패총에서 시굴조사를 한 것이 그 처음이다. 그로부 

‘영남대학교 한국학부 고고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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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반세기 지난 1950년대부터 多和田률淳을 비롯한 류우큐우 현지학 

자들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지고 짧求列島의 선사문화펀년안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當륭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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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龍澤洞 일대의 지석묘조사를 하면서부터이다. 제 

주도 현지학자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후반 내지 1980년대 전반에 와서이다. 그리고 제주도 선사시대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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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 들어와 李淸圭에 의해 보완되어 오늘에 이른다(李淸圭 1995). 

이렇게 보면 統됐의 고고학은 제주도에 비해 반세기 이상 앞서 있는 

바， 같은 동중국해에 있는 섬지방으로서 짧求 고고학의 연구성과는 

제주도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류우큐우열도， 제주도 양 지역이 본토와 일정 거리 이 

상 떨어진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본토와의 문화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通時的인 문화변천과정이 본토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제주도 선사 · 고대문화의 면년체계를 

무리하게 한반도에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제주도 문화의 변천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 펼자의 생각이다. 지리적 여 

건과 島i與性을 보아 流球도 일본 본토와 차이가 지는 것이 당연할 것 

인 바， 그러한 점에서 Jiñ.球 고고학 연구자들의 편년체계를 우선 살피 

고자한다. 

아울러서 두 섬지방을 비교함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류우큐우는 1 ，애Okm 

넘는 길이로 이어지는 열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차이 

가 난다. 그리하여 거의 단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제주도와 달리 

류우큐우는 자체내 세분된 문화권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 점 또 

한 양 지역을 직접 비교하기 전에 살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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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의 문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만 발 

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와의 교류 속에서 변화한다. 따라서 외부 

와의 교류 양상올 검토해야만 동 지역의 문화를 共時的이고도 通時的

으로， 그리고 안과 밖의 균형잡힌 시각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L 

것이다. 

웹球의 주변에는 거리상으로 보아. 일본열도， 다음 중국대륙 그리 

고 한반도 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대체로 주변과의 교류의 빈도 또 

한 이 순서대로일 것이다. 또한 동 순서가 류우큐우와의 본격적인 교 

류를 하는 사간적 순서라고도 생각되며， 실제로 류우큐우고고학 연구 

자들의 조사와 연구성과도 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고학적 

측면에서는 교류의 방식은 그 대상이 된 물질적 자료를 통하여 접근 

할 수 밖에 없는데， 본고에서는 각 대상지역별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예를 들어 검토하고자 한다. 

2. 류우큐우열도의 문화권 구분(그림 1) 

류우큐우열도(流球列島)로 알려지 있는 섬들은 대략 200여개로 일 

본 큐우슈우 가고시마현의 남쪽에서 타이완의 동쪽 사이 대략 

1.200km의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 류우큐우열도에 대해서는 오키 

나와o매觀) . 南島， 南西諸島， 流球孤 둥의 다른 이룸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들 지명은 각각 가리키는 공간적 범위 

가조금씩 다르다. 

우선 짧球列島에 대해서는 大隔諸島 · 토카라열도 · 활美諸島로 구 

성되는 훌南훌홉島와 그리고 i뿌훨훌諸島 · 先島諸島로 구성되는 珠b球諸島

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目暗歲和 1983) . 先島諸島는 

다시 宮古諸島와 八重山諸島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류 

우큐우는 원래 珠짧왕국의 최대판도였던 영역， 즉 북쪽으로는 도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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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류우큐우열도의 지역구분(木下尙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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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 남쪽으로는 先島諸島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앞서의 사전적 

정의와 다소 차이가 난다. 

류우큐우왕국의 영역은 1609년 島律의 침공 후 사츠마번(睡摩構) 

에 아마미제도(港美諸島) 이북이 넘겨지면서 그 영역이 축소되는데， 

일반적으로 류우큐우라고 하면 아마미제도부터 八重山제도까지를 포 

함한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앞서 규정된 류우큐우열 

도의 지리작 개념과 달리 북쪽으로는 大隔諸島， 토가라열도가 제외된 

다고 하겠다. 安里進은 이러한 지리적 범위가 단순한 류우큐우왕국의 

정치영역이 아니고 동일한 언어 · 민속권을 형성하고， 일본 본토와 구 

별되는 문화권이라고 주장한다(安里進 1990) 

한편 f騎에 비견되는 것으로 南島라는 명칭이 있는데， 원래 이는 

일본 奈良시대에 율령국가 영역 바깥에서 조공을 바치던 족속 중 북 

쪽의 願횟의 지역에 대조되는 족속의 지역 개념이다. 續日本記’의 

기록을 보면 문무천황 698년조에 ‘南뼈’ 가 나오는데 , 다음해 기록에 

種子島， 屋久島， 옳美大島 둥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 

르면 南뼈 혹은 南島에 오키나와(1며觸)와 先島諸島가 포함되지 않았 

는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일본 본토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되면서 이를 포함하는 지리적 용어로 탈바꿈된다(安里 

進 1990) . 

그러다가 南島는 種子島 · 屋久島에 茶爾國이 셜치된 이후로는 아 

마미제도 이남만을 가리키게 되는데， 남쪽으로 先島諸島가 포함되는 

지는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이처럼 南島라는 말이 역사적으로는 류 

우큐우열도의 일부를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 

로 왕왕이 사용되기도 하며 특히 고고학에서 그러한 바， 주의가 되는 

용어개념이다. 

南島라는 말 외에 현재 일본에서는 南西諸島라는 명칭이 보다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가장 북쪽의 大隔諸島부터 남서쪽의 失開列島 · 先

島諸島에서 동쪽으로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500여km 이상 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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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大東諸島를 포괄한 개념의 용어이다. 따라서 류우큐우열도에 大東

諸島. 센가쿠제도를 덧붙인 지리용어라 할 수 있겠다. 이 명청은 明

治연간에 1887년에 일본 수로국에서 명명한 관제지명으로서 지리학 

용어로는 적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木下尙子 1996) , 고고학 학술 

지에서 매년 일본 전역의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살피는데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우큐우열도는 앞서 보듯이 남북으로 1,200km 넘는 길이로 길게 

분포하므로， 같은 열도에 있더라도 남쪽과 북쪽간에 기후를 비롯한 

자연환경은 물론 주변지역과의 관계적 지리환경에 차이가 었다(池田 

榮史1995) . 지리학적으로는 바다길이 험난한 토가라 해협과 그 길이 

가 300km가 넘는 미야코 萬地 해저지형으로써 류우큐우열도가 2분되 

어 , 北:f1rï，球 · 中f織 -南珠짧로 구분된다(藏|웹議二郞 1985) . 北珠닮 

는 種子島， 屋久島와 그 주변의 섬， 中流球는 활美大島 · 오키나와 본 

섬과 그 주변의 섬， 南統誠는 미야코(宮古) . 이시가와섬과 그 주변의 

섬으로 구성된다. 기후적으로 보면 북류우큐우는 온대， 중 · 남류우큐 

우는아열대에 속한다. 

이러한 지리학적인 지역구분에 대웅하여 國分直一은 고고학적인 

관점에서도 류우큐우열도를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고 있 

다. 즉 북부권은 일본 죠몬 · 야요이문화의 영향을 받는 큐우슈우문화 

권에 속하며， 중부권은 큐우슈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 

를 형성한 지역이고， 남부권은 필리핀 · 대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다. 바꾸어 말하면 3개의 문화권 별로 중세이전에 주변지역으로부터 

받는 문화적 영 향이나 교류양상이 다르다는 것이 다(國分直一 1966) . 

그런데 :fjtî녀求왕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이른바 原珠誠시대에 보면 북 

부와 중부는 일본 큐우슈우의 죠몬과 야요이문화의 영향을 받지만， 

납부의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는 그렇지 않은 점을 볼 때， 남부권은 

그 이북의 중부， 북부권과 구분된다 하겠다. 상대적으로 다음 류우큐 

우 왕국시대에 와서는 남부와 중부는 동일한 문화권에 편입되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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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은 제외된다. 그리고 사츠마번(睡摩覆) 침공 이후에는 북부와 중 

부의 아마미 섬은 사츠마의 관할에 속하는 바， 같은 중부권에 속하는 

아마미와 오키나와는 구분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安里進 

1990) . 

3. 流球考古學의 시대구분〈표 1) 

류우큐우 고고학 편년의 첫번째 제안자는 多和田廣淳으로서， 그는 

오키나와 각지를 답사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1956년 류우큐 

〈표 1) 류우큐우멸도와 제주도의 時{"tæ!分 對比

와영 韓 園 日 本

韓半島 j톰 싸| i뿌 힐훌 日本列島

.石옳時代 .石옳時代 훌石器時代 훌훌石器時代 
紀元前 1α% 

新E옳時代 有文土器時代
紀元前 l이)() 續文土器時代

좁鋼옳時代 
無文土짧時代 

初期훌器時代 貝훌時代 
紀元 O 鋼生土器時代

原三園時代
紀元 500

三國時代 古밸時代 
麻羅時代

南北圖時代 奈良時代

紀元 1 ()()() 平安時代

훔빼時代 쿠스쿠時代 훌흉슐時代 

麻羅홈1‘濟1-1‘1救 南北朝時代
時代

紀元 1500 朝蘇時代 流球時代 室머I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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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도의 선사시대를 패총시대라 규정하고， 前 · 中 · 後 · 曉期의 4기 

로 구분하였다(多和田률淳 1956) , 그 당시로서는 가장 이른 전기는 

나하시(那觀市) 城옮패총에서 출토한 明刀錢을 근거로 죠몬시대 말 

기로 보았으며， 만기에 대해서는 중국 宋代의 수입도자기로써 일본 

본토의 헤이안 이후의 시기에 병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편년의 지 

리적 범위는 f합求는 중부권과 남부권을 포함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납부권이 편년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만기가 이른바 쿠스쿠(~ Â 

~":城)시대로 대체되었다. 

1978년에 高宮廣衛는 多和田훌淳의 편년과 일본 본토의 편년관을 

대비하여 이른바 잠정편년안을 발표하고(高宮廣衛 1978) . 그후 3차 

에 걸쳐 수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초기 편년안은 전 

기 · 중기 · 후기의 삼시기구분체제였으나， 東原 패총에서 일본 죠몬 

전기와 초창기의 토기가 확인된 것을 계기로， 그에 상응하는 초기를 

추가하여 4시기구분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후 두차례 수정을 거듭하 

여 만들어진 1984년의 편년안은 죠몬시대를 전기， 야요이시대 이후의 

시기를 후기로 대별하고， 전기를 5기， 후기를 4기로 세분한 것인바 

(高宮廣衛 1984) . 기본적으로 그의 편년관은 일본본토의 죠몬 · 야요 

이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짜여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安里進은 오키나와 선사문화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 

기 쉬운 토기문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본본토와의 同質性이 강화되 

지만，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업경제를 각각 고려한다면， 또 

한 異質性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安里進 1990) . 따라서 

高宮廣衛와 달리 異質性을 강조하여 오키나와 독자적인 편년안을 설 

정할 수 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그에 부응하는 편년체계는 아 

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白木原和美도 일본 본토 중에서도 關東 지방 중섬의 편년체계를 流

球에 막바로 준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 독자적인 6기의 시 

대구분안을 발표하였다(白木原和美 1992) , 그의 편년안을 살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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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큐우슈우의 토기문화의 남하로 류우큐우의 토기문화의 기초가 

열리는 시대로서 죠몬시대 초창기에서 조， 전기에 상응한다고 한다. 

2기는 :tm.球 독자의 토기문화가 형성되는 시대로 죠몬 전기말에서 중 

기에 상응하고. 3기는 流球 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로 

죠몬시대 후기라고 한다.4기는 문화의 내용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시대로 죠몬시대 만기에서 야요이시대에 결치는 시대， 그리고 5기는 

야요이시대 말에서 고분시대초부터 헤이안시대 초에 걸치는 시기， 끝 

으로 671는 왕조를 형성하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도약하는 시대로서 

류우큐우문화의 완성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시대구 

분론도 따지고 보면 앞서 高宮廣衛의 편년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바， 

대체로 1-3기는 패총시대 전기. 4-571 는 패총시대 후기 6기는 쿠스 

쿠시대에 대응된다 하겠다. 

기본적으로 함짧 편년에 가장 큰 문제는 패총시대 후기가 일본 본 

토의 야요이시대， 고분시대. 헤이안시대의 三時代를 커버한다는 것이 

다. 일본 본토에서는 水田농경과 금속문화가 야요이시대에 도입되고， 

고분시대에는 대형 고분들이 축조되고， 뼈器 · 철기문화가 크게 발달 

하며， 나라시대를 거쳐 혜이안시대에 이르면 명실공히 고대， 중세국 

가로 크게 발전하는 1천년 넘는 기간에 1ffJ求에서는 수전농경 , 철기 · 

도기문화， 고분문화의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렵 

채집문화가 상당히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석기 · 토기문화가 바꾸 

어지지 않으며， 대형 고분이 전혀 축조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 제주도는 대체로 기 

원전후의 시기부터 고려의 일개 都으로 전락되는 12세기경까지 없羅 

라는 독립적인 정치집단을 유지하고 있어， 탐라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 시대에 제주도에서도 뼈器가 생산되지 않고， 벼농사의 증거 

도 확실하지 않으며， 철기 생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 

라， 한반도에 유행한 대형고분도 축조되지 않는 것이 짧求의 패총시 

대 후기와 비슷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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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짧球의 선사시대 혹은 패총시대의 종말은 이른바 쿠스쿠(~ Ä 

~')시대의 개시와 맞물리는 것이 특징적이다. 쿠스쿠라 함은 류우큐 

우의 독특한 城塞的 유적으로 대체로 오키나와 각지에 할거하는 아지 

(安司)라고 불리는 領主的 인물의 居城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쿠스쿠 중에는 제사를 지내는 성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보는 견 

해도 있다(高젖修 1997: 中山淸美 1999). 이러한 쿠스쿠로 표상되는 

시대를 쿠스쿠시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시대에 류우큐우를 중심으 

로 아마미제도는 물론 사키시마제도가 동일한 문화권을 이루면서 류 

우큐우문화권이 처음으로 성립되게 된다. 

쿠스쿠시대의 고고학적 증거로서， 첫째는 다량의 탄화미나 보리와 

철제 낫 동의 농경관계유물， 둘째는 옳 · 養을 주요 기종으로 하는 농 

경적인 廣底土器의 출현. 셋째는 류스에키(類須惠器)라고 하는 빼器 

의 생산의 개시， 넷째는 도기 · 돌솥(石鋼) . 중국 도자기 둥의 교역 

과 유통의 발달 둥이 제시되고 있다(安里進 1996) . 이러한 쿠스쿠시 

대의 개시가 최근까지는 대체로 12세기경을 전후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왔다. 그러나 安里進은 廣底土器와 石鋼， 류스 

에키(類須惠器) , 그리고 탄화미 출토가 10세기 전후하여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쿠스쿠는 13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다고 하여， 쿠스쿠시대는 다시 10세기 전후하여 경제적 발전기， 13세 

기경으로 정치적 전개기의 2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安 

里進 1990) . 

쿠스쿠시대의 종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체로 광저형토기를 

이 시대의 표지로 삼고 종말 기준을 삼아 왔는데， 安里進은 이 시대 

는 본격적인 역사시대인만큼 문헌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므로 1429년 

경의 三山統一을 그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쿠스쿠시대 후기에 

山北 · 中피 · 山南의 지역권을 중심으로 3대세력이 경쟁하는 三山分

立時代가 도래하고， 1429년에 삼산세력이 통일되는데， 그러면서 발전 

된 관료조직을 갖춘 류우큐우왕국이 형성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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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조직이 뚜렷하고 왕권이 확립된 고대왕국체제를 갖추지 옷한 채， 

한반도 본토의 중앙집권국가의 지방으로 化했다는 점에서 행減와 차 

이가난다. 

4. 일본과의 관계-야요이와고분문화 

일본 본토의 야요이문화는 유물로 보면 기본적으로 야요이토기를 

標識로 하며， 한반도계 마제석기 · 청동기 · 철제품 둥이 보급되는 시 

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요이문화는 생업측면에서 벼농사로 특 

정지워지는 바， 전단계 죠몬시대의 채집경제단계와는 다른 집약농경 

의 시대가되는것이다. 

이러한 일본 본토 야요이문화의 토기가 행滅에서 최초의 예는 1963 

년에 伊江島 具志原때총에서 확인한 남큐우슈우의 야마노쿠치식(山 

/口式)토기이다(右寄英一郞 · 高宮廣衛 1968) . 그리고 1966년 다카 

미야가 발굴조사한 훌滿市 훌榮里패총에서 큐우슈우의 이타츠케(板 

付)2식의 토기가 수습되었음이 오다후지오(小田富士雄)에 의해 확인 

되면서 珠짧에서의 야요이문화는 분명한 존재처럼 되었다. 그는 이 

패총에서 합린마제석부 둥의 야요이계 석기가 셋트를 이루어 동반출 

토되므로 큐우슈우지방의 농경운화가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며(小田富士雄 1984) , 다카미야(홉宮廣衛)도 동 유적의 

입지와 자연환경으로 보아 水稍경작이 시행되었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知念男 1991) . 

河口貞德도 활美大島의 쏠利머I 사우치( -tt'7추)유적에서 큐우슈우 

지방의 야요이전기말의 高橋 1 . 2式의 토기가 출토될 뿐만 아니라， 

유적의 입지 둥으로 보아 아마미섬에 야요이 농경문화가 정착하였다 

고 보았다(河口 貞德 1978). 1987년 발굴조사를 통해서 本部때 具志堅

패총에서도 큐우슈우의 야요이토기가 상당수가 발견되고 동유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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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근년까지 논이 있는 점을 근거로， 패총시대 후기에 야요이식 논 

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하였다(知念勇 1991) . 

최근까지 야요이토기가 류우큐우 열도 중부에서 발견된 예는 40여 

점이 넘고， 앞서 보듯이 水積경작을 비롯한 야요이 문화의 정착을 주 

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 논농사와 관련된 직접적 

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랜 벼 

농사의 직접 증거는 홈美大島 住用村에서 출토한 볍씨자국이 있는 須

惠器토기편으로 기원 10세기 이후 쿠스쿠시대에 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패총시대 후기의 류우큐우문화가 한편으로 야요이 문화의 요 

소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업방식은 전통적인 수렵채집 

경제가 우세한 점과 관련하여 학자들간에 서로 상반되는 관점이 있다. 

우선 일본 九1'1‘|의 야요이문화요소의 유입을 중시여기고， 水田농경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단계의 류우큐우문화를 續弼生文化로 규정짓 

자는 견해이다(高宮廣衛1983) . 또다른 관점은 비록 야요이문화 속성 

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벼농사가 함께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없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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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 

암지대인 경우가 많으며， 토기 기종의 구성을 보더라도 농경사회 특유 

의 끓形토기가 적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패총이 많고 출토유 

물 중 어망추 등의 어로도구가 다량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죠몬문화 

의 특성인 수렵채집경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관점이 어떻든간에 류우큐우에 야요이계문화의 유입은 어떻게 이 

루어진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 

해서는 f織塵 조개의 팔찌장식의 교류관계를 연구한 기노시타(木下 

尙子)의 주장이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류우큐우산 조개팔찌가 일본 

큐우슈우지역의 야요이시대 유적에서 다량 발견되는데， 대체로 사츠 

마(훌摩)반도부터 류우큐우 중부사이에서 중계지가 있다고 한다(木 

下尙子 1992) . 조개 자체는 류우큐우 중부 지역에서 조달되고 l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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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지만， 제품화되는 곳은 九州라는 것이다.그래서 류우큐우의 야요 

이 토기는 다른 야요이계유물과 함께 조개팔찌 소재와의 교환품으로 

서 유입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서북 큐우슈우와 北浦의 무덤과 형식 -賽法 · 부장품 

등에서 공통하는 점이 많은 讀감村 모벤바루(木縮原)유적에서 조사 

된 석관묘 7기는 北浦A의 무덤이지， 珠짧 주민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木下尙子 1992) , 그리고 이들 北浦A이 류우큐우산 조개를 일본 

본토에 수출한 장본인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이라면 珠짧에서의 

야요이문화 요소는 큐우슈우의 야요이문화 담당자가 남긴 것이 된다. 

고분시대 이후에도 류우큐우산 조개팔찌 둥이 일본 본토는 물론 한 

반도 남부지방의 고분에서 부장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珠짧 북부 

의 種子島 廣田 유적에서는 야요이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류우큐우산 

조개로 만든 貝*L과 팔찌가 다량 출토된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일본 

본토유물은 류우큐우 중부지방 이남에서는 전단계보다도 훨씬 드물 

게 나오는 바， 따라서 류우큐우 중부 이남지역은 거의 조개 조달처로 

서의 역할에 그치게 되었던 생이다(그림 2) ,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요이시대도 그렇지만 고분시대에 이르러서도 

일본 본토문화가 류우큐우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까 

지의 조사결과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우세한 셈이다. 그러나 일본 큐 

우슈우塵의 하지키 (土師器)가 1992년 아마미오오시 마의 마츠노토("7 

''J J ~ )유척에서 출토한 예가 있으며， 이케다에이지(池田榮史)가 지 

적하듯이 야요이문화 유적에 대한 조사횟수나 규모에 비해 고분시대 

유적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池田榮史 

1995) , 

한편， 기원 7세기 이후 일본본토가 율령국가체제로 전환되면서 문 

헌기록을 살펴보면 珠짧는 大和政權에 朝責을 받치는 주변국으로 化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율령국가 체제의 행b’구역에 직접 편입되는 것 

은 種子島 · 屋久島를 비롯한 珠짧 북부권이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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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류우큐우훌 조개페품의 분포와 유통(木T尙子 1996) 

서 九州 大宰府 유적에서 출토한 木簡 유물이 있는데， 동 목간에 ‘傳

美’ 銘이 있어 본토와 오키나와의 교류， 조공관계를 방증한다(池田榮 

史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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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과의 관계-도자와 화폐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중국화때는 전국 藏나라 明刀盛이 

다. 이 명도전은 일본 열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천강 이북에서 

발견되었지만 제주도를 포함한 그 이남에서는 정확한 출토상황과 함 

께 정식보고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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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상에 있는 城옮패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석촉 둥의 석기와 함께 출 

토되었다고 한다. 다른 1점은 1992년에 오키나와 본섭의 具志頭村 具

志頭城 아래 석회암 동굴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當홉빼一 1997) . 미 

국인이 금속탐지기로 태명양전 당시의 혜금속을 수집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발견당시에는 유물포함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래는 문화 

층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밖에 那城村

屋慶名 패총에서 명도전 1점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된 예가 있으나， 정 

식보고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은 예가 있다(행滅新聞 1969.9.22) . 

明刀錢은 크게 세형식이 있는데. 오키나와 발견 城몸패총과 具志頭

城 명도전 2점은 중국 요령성과 서북한 지방에 주로 발견되는 것과 

형식상 통한다고 한다. 전국시대 당시에 오키나와가 명도전이 주로 

통용된 중국 화북과 동북지방， 한반도 북부와 거리상으로 보아 직접 

교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토상황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사가현 

(住寶縣)의 가라츠시(홈律市)와 히로시마현의 三原市에서 출토한 明

刀錢이 있다 한다. 또한 城옮때총에서 명도전과 함께 큐우슈우계 죠 

몬만기토기가 출토된다고 하므로 오키나와 명도전은 큐우슈우지방을 

경유하여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다. 

戰國時代를 지나 奏漢시대 것이 분명한 화폐로서 오키나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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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예는 드물다. 중국화폐인 五錄錢도 오키나와 여러 유척에서 발 

견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연대가 확실하지 않거나 보다 늦은 시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建入洞에 

서 貨果 · 大옳五十 · 貨布 · 五錄錢 등의 新나라 王흉때 화폐가 수십 

매가 일괄 발견되었으므로 기원 l세기경의 것임이 확실하다(李淸圭 

1995). 또한 제주도는 三國志 기록에 中韓과 교역한다고 전하고 있는 

바， 한반도 남부를 중계로 하여 漢郵縣지역과 긴밀하게 교역하였으 

며， 同 제주도 王흉幾은 그러한 배경에서 한군현지역으로부터 직접 

유입되었을 가농성이 많은 것이다. 다만 그 화폐의 전달자가 중국 상 

인인지， 제주도민이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나， 사실이 

어떻든 오키나와에서는 漢代에 제주도만큼 적극적으로 중국이나 중 

국군현지역과 교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중국 화폐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것은 8세기를 전후한 

홈나라 때이다. 당시 중국화폐는 開元通寶로서 1959년 가데나(嘉手 

納) 野國패총에서 5매 출토 확인한 것을 필두로 오키나와 제도에서 8 

개소， 아마미제도에서 2개소， 八重山諸島에서 3개소 등 총 13개소 유 

적에서 발견되었다. 출토매수는 1-3매， 5-6매 또는 10매 전후가 보통 

인데 八重山諸島의 石뀔市의 ~빚技킹r--옮패총에서는 27매가 출토하 

였다(安里빼淳 1991) . 

일본에서는 중국 당나라에 遺庸使船을 10회정도 파견하였고， 8세기 

경에는 南路를 개설하여 견당사선이 짧球에 寄港하였는바， 앞서의 개 

원통보는 이 견당사선을 통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견당사 혜지 후에는 이른바 함滅는 私贊易시대로 들어가는데， 9세기 

이후 주변 해상로룰 경유하는 상선의 대부분이 중국의 배이었으므로， 

견당사선 이외에도 중국배가 이 珠짧에 기항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 

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간의 중국 상인이 주도하는 

私貨易을 통해서 이러한 개원통보가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 

겠다(高宮廣衛 · 宋文薰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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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미야(高宮廣衛)는 다른 민족지 예로 보아 류우큐우에서는 이 

시기에 도내 자체는 물물교혼L방식으로 상품거래를 하지만， 중국제 수 

입품을 구입할 때는 이 중국 개원통보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 

였다. 그러므로 개원통보가 발견되는 7-12세기경의 패총시대 후기 

는 일종의 화폐경제의 도입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高宮廣 

衛 1996) . 

오키나와에서 중국에서 구녘하는 교역품 중에서 단연 앞서는 것은 

도자기이고， 중세에 오키나와에서 발견되는 무역도자기 중에 90% 이 

상의 중국도자기이다. 그러나 개원통보가 발견되는 당시의 중국 도자 

는 오키나와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펀이다. 다만 八重山諸島의 西表島

의 출토예가 있는데， 이는 9세기를 중심으로 한 庸代 후기에 중국 湖

南省 長沙의 鋼官鎭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오키나와 자체에서 본격 

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도자기는 앞서 본 

개원통보와 함께 중국의 상인들을 통해서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보여진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8-9세기 홈代 청자가 제주시 龍澤洞 유적 

에서 발견된 바 있는 바(李淸圭 1995) . 당시 전남 쫓島에는 張保뿔의 

좁海鎭이 있어 중국-한국-일본의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울 

러 용담동에서는 다량의 新羅뼈器가 당대 중국 청자와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제주도 발견의 당나라도자는 한반도 남부를 경유해서 들어 왔 

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오키나와에서 중국상인이 직접 들어온 결 

과 개원통보가 발견되는 것과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다. 

짧球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발견되는 宋나라 중국도자 

는 11세기말 12세기초의 되磁磁으로 恩、納村 熱田貝操을 비롯하여 오 

키나와에서 약 40개소 유척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12세기후반에서 

13세기경에 들어와서 중국의 龍束黨와 同安黨계 청자가 오키나와에 

서 다량 출토되어 이때부터 流球에서는 중국도자 교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金武正紀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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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는 핸b球 각 지역에 토착세력인 아지(安司)들이 발호하고 

이들이 중국과 교역을 하는데， 그것은 私貨易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중국 도자 무역션이 류우큐우열도에 빈번하게 寄港했을 것으 

로 추정되며， 그 대표적인 예가 宇檢村 會木倚海底遺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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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나와 · 아마미섭의 독특한 暴久式土器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 사실 

에 주목한 田村見一은 동 중국도자가 아마미 현지인과 교역하였을 가 

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그 대부분이 대접류로서 ‘i可演遺泡’ , 

‘金玉滿堂’ 銘이 있는 예가 다수 포함된다. 똑같은 명문의 자기는 오 

키나와 본섬의 냐하시 등 여러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어， 더욱더 당 

시의 송대자기를 실은 중국 무역선이 珠b球 현지에 기항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하겠다. ‘河演遺泡’ , ‘金玉滿堂’ 銘의 남송도자는 제주도에 

서 한경면 新昌里 수중유척에서 다량 발견된 바 있어(제주사정립사업 

추진협의해 1998) . 남송도자기는 당시 제주도와 류우큐우열도 주변 

의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빈번하게 교역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짧가 중국 도자 교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14세기 

에 들어와서이다. 그것은 중국에 明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140여개소 

의 나라와 부족을 冊封하고， 조공관계를 맺게 되는데. 짧球도 이에 

포함되면서 對중국의 進훌寶易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중국 측에서 

는 당시에 책봉관계를 맺은 나라 이외에는 조공무역올 인정하지 않았 

으며. 중국 내의 일반민에게도 해외무역을 금지하는 이른 바 海禁정 

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金武正紀 1998). 

이때는 각지의 아지(安司) 혹은 수장세력들이 산발적으로 사무역 

을 추진했던 전 단계와 달리， 수장세력이 中山 · 山南 · 山北의 이른 

바 三山세력으로 통합되면서 이들올 중심으로 公贊易이 활발하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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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다. 기록을 보면 l3 72년 中山王에 의해 조공무역이 개시되고， 이 

어서 산남 · 산북의 왕도 l380년， 1383년에 각각 시작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조공무역을 통하여 다량의 명대 도자기가 류우큐우에 수입되는데， 

이들 도자기는 류우큐우 자체의 소비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중계무 

역의 상품으로서 이용되기도 하였다. 류우큐우가 다른 지역보다 중계 

무역지로서 각광을 받은 것은 당연히 그 지리상의 여건에 있는데， 동 

중국해상에서 도자기 생산 공급지인 중국 남부지방과 수요지인 일본 

을 징검다리식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럽으로 오키나와 본섬 

의 수백여 곳되는 쿠스구 유적을 비롯하여 전지역에 중국도자가 다량 

출토하여，fm，球는 무역도자의 왕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에 이른 

다. 그러나 이러한 조공무역은 1475년 이후 珠減 사신의 중국내 소요 

사건을 계기로 그 규모과 축소되고， 1567년 海禁政策이 해제되면서 

그 중계무역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게 된다(金武正紀 1998). 

6. 한국과의 관계-도자와 기와 

짧球에서 한반도로부터 건너 온 것으로서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짧球 각지의 크고작온 쿠스쿠 혹은 城관계 유적에서 다량 발견되는 

‘쫓西年高屬lL!lC造 ‘ 짧의 기 와이다(그림 3) . 오키나와에서는 동 기와 

가 계유년에 해당하는 1273 , 1393년 등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는지 학 

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1273년설을 취하는 이케다(池田榮史) 교수는 

한국의 고려 三別挑 해체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池田榮史 

1998) , 1393년셜을 주장한 입장에서는 여말 선초의 교체기에 유민집 

단의 유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西용正 1981) . 

기와 이외에 珠越에서 발견되는 또다른 한국계 유물로셔 오키나와 

에서는 高麗좁磁로 이해되고 있는 初좁磁器가 있는데， 그 숫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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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류우큐우훌토 「쫓흩年홈.:ã近造」銘기와(西감正 1981 ) 

고 하여 별도로 정리되거나 체계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그러한 이유 

로 번거롭지만 여기서 필자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칸단하나마 설명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 소개한 것이외에도 정 

식보고되지 않은 예도 있고， 필자가 미처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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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 류우큐우훌토 분청자기편<CIHID 홉理城 @~@ 伊훌名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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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휴우큐우훌토 분청자기펀 

<(ÎHâ);빼澈:fIt@ ~양名城古.I@ 伊뼈城 

@ ~t감城@高빼古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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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그림 4. 5). 

1 ) 那홉市 홉里城(훌쓸芳太郞 1976. 手헬直빼 1980. ;中훌縣敎育委 

를흩 1988. 上原靜 1994) 

1936- 37년에 걸친 조사에서 파편 1점이 수집되었는데， 보고자는 

당시 珠b球에서 유일한 조선도자기로서 三島手(분청자기)라고 보고하 

고 있다. 1961년 友寄英-郞이 채집한 것으로 분청자기 底部片 I점이 

있는데， 그 바깥면 굽주위로 돌아가며 白象嚴의 運擁文帶， 안쪽으로 

는 如意頭文帶가 장식되어 었다. 

1974년 발굴에서 수집된 2편의 화편 중 1점은 저부에 가까운 부위로 

바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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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기 때 고려청자로 추정하고 있다. 1992년에 

수습된 작은 파편은 線象歲의 草花무늬가 장식된 대접편이다(그림 4: 

CD-@). 

2) 伊是名村 伊훌名城(추홉홈빼 1980) 

분청 대접의 저부편 1점과 뼈體部片 2점이 채집 보고되었다. 저부 

편 다른 1점은 안쪽 한가운데 印花 국화문이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동체부편 2점은 둘다 곁쪽은 초화문의 선상감 초화무늬. 안쪽에는 언 

화국화문이 밀집되어 있는데， 두점다 역시 14세기 때 고려청자로 보 

고하고 있다(그림 4: @,@). 

3) 浦遠市 浦愈城(浦績市敎育훌를흩 1985) 

모두 12점의 상감청자가 채집되었다고 하는데 그중 4점의 대접편이 

정식보고되었다. 1점은 구연부편으로 곁면은 3줄의 線文帶 아래에 草

花文， 안쪽에는 象缺庸草文帶와 印花聯珠文帶를 장식하였다. 그밖에 

물고기 비늘같은 무늬가 장식된 파편， 運離文帶가 장식된 파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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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저에 백상감의 한줄의 선이 있는 저부편이 있다(그림 5: CD~@). 

4) 具志頭村 破名城古島i훌훌훌(;中짧縣立빠物館 1985) 

1982~ 1984년 조사에서 수습된 대접의 작은 파편 l점으로， 인화국 

화문대가 장식되었다(그림 5: @). 

5) 北삼메 北삼城(北삼田T교육위원회 1986) 

대접의 저부가까운 파편 1점으로 겉면에 연판문대， 안쪽에는 如意

頭文帶와 작은 연주문대가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그림 5: @). 

6) 具志、頭村 具志頭城(具志頭村敎育委員흩 1986) 

1982년 조사에서 l점 확인되었는데， 대접구연부편으로 바깥에는 雷

文帶 아래에 초화문， 안쪽에는 雷文帶 아래에 변형구름무늬 대가 빽빽 

하게 장식되어 있다. 

7) 豊見城村 高햄古島遺뿔(훌見城村敎育委員흩 1990) 

1987 ， 88년 조사시 I점이 수습되었는데， 저부에 가까운 대접편이다. 

바깥면에는 아래쪽에 흑백상감의 연판문대를 장식하고 그 위에 雨點

文을 표현하였고， 안쪽면에는 아래쪽에 인화연주문， 그 위로는 변형 

구름문을 장식하였다. 역시 보고자는 고려청자로 보고하였으나， 분청 

자기에 속하는 것이다(그림 5: (1)). 

8) 훌手納머T 훌良城(훌手納어I敎育훌훌훌 1995) 

고려청자로 I점이 보고되었는데， 복원 업지륨이 2 1.7cm인 대접의 

구연부편으로 안쪽면에 백상감의 인화연주문대가 2조의 선안에 일렬 

로 장식되어 있다. 보고자는 13세기말-14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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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石川市 伊波城(石川市敎育훌를홈 1996) 

1996년 조사에서 수습된 대첩의 外反 口緣部片 1점이다. 백상감의 

몇 개의 줄무늬가 확인되었다(그림 5: @)), 

10) 今歸仁村 今짧仁城(혜1a市立훌훌훌훌物빠物햄 1998) 

1998년에 那觀市立옳屋燒빼博뺑館 개관기념 특별전 도록에 소개된 

것으로 4점의 대접편이 있다 2점은 저부편이고， 1점은 구연부편， 1 

점은 동체부편인데， 구연부편은 안쪽에 변형당초무늬대와 인화국화 

문대가 정식되고， 통체부편은 뢰문대와 변형된 花觸文이 장식되어 있 

는것이다. 

11 ) 名훌市 宇훌住古홉遺훌 

아직 정식보고가 않된 1점의 파편으로 名護市敎育委員會의 후의로 

관찰할 수 있었다. 대접 혹은 접시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안쪽면에 

雨點 印花文이 장식된 고려말 조선초기의 象蘇印花紹좁계통의 자기 

이다. 대체로 그 연대는 14세기말 15세기전반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보듯이 짧球에서 발견되는 한국 도자기는 총 30여편이 않되 

는 것으로 중국 도자기에 비해 매우 적다. 한 유적 당 발견되는 숫자 

의 비율도 아주 낮아서 예를 들면 1992년 首里城 성곽의 조사에서 총 

265점의 도자기 중 I점만이 한국계 자기인 것이다(_l原靜 1994) , 

오키나와에서는 이들 자기를 고려청자라고 전부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부분이 분청자기로 분류되는 것이다. 모 

두 印花象嚴手法으로 장식된 조선시대 분청자기계열로서 일부 상감 

청자에 속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그 연대를 보면 14-15세기에 속한 

다. 이 때는 앞서 본 것처럼 J1rt낼k가 중국 明나라의 冊封國이 되어 조 

공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때이고， 아시아지역의 중계무역지로서 

두각을 나타나던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의 시대에 한국의 도자기가 

瑞球에 유압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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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것은 그 器種이 전부 대접편이라는 점이다. 중국이나， 동 

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그릇 중에는 대접말고도 병이나 항아리 

둥이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대에 한국에서는 대 

접 이외에 항아리， 병， 접시 둥 다양한 기종이 제작되었는데도 함짧 

에서는 대접만이 선태적으로 수입된 것이다. 

발견되는 유적을 보면 그 대부분이 쿠스쿠유적이거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古島유적이다. 이들 유적은 류우큐우지역 중 당대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곳으로서 당대 지배세력과 관련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류우큐우에서 일정한 계충 이상에서 많이 사용한 외국의 도자 

기 중 대접으로는 한국의 고려청자 혹은 조선분청의 대접을 어느정도 

選好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문제는 이들 도자기를 공급한 담당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 

나하(那觀) 포구에 구전되는 셜화 중에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 상인에 

얽힌 내용이 있다. 한국에서 온 상인이 팔려고 하는 도자기를 너무 

값을 낮추어서 살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싣고 온 도자기를 바다에 

모두 버리고 갔다는 내용인 바， 이를 통하여 보면 한국상인의 珠녀求 

來島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었다 하겠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高麗互

E造銘의 기와가 流球 전역에서 출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더욱 그러 

한 것이다. 동 기와의 출토는 어떤 식으로든 조직적으로 한국사랍이 

統냐求에 들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자기를 

팔려는 한국 상인의 來島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남 新安 앞바다 元나라 해저 침몰선의 경우를 생각해 보 

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동 도자교역선은 14세기 元代의 중국 배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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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되는 바， 珠滅의 

고려청자 혹은 분청자기도 중국 상인이 타고 다닌 배를 통하여 유입 

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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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가능성은 珠b球 상인이 직접 한반도를 내왕하여 취했을 가 

능성이다. 기록에 보면 한국에 혜滅에서 사신올 보낸 사실이 있는 

바， 사신을 통해서 이들을 수입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이다. 그 

러할 경우 그 교역의 경유지는 큐우슈우일 가능성이 높은데， 류구의 

상인이 그곳에 건너가 그곳에 유입된 한국 고려청자를 구입해서 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7. 결론 

지금까지 고고학자료를 토대로 하여 珠d求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通時的으로 살펴 보았다. 

대체로 橋球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열도로서 북부， 중부， 납부 

로 나뉘며， 각각 시기에 따라 주변으로 받는 문화와의 교류양상이 다 

르다. 선사시대 대부분 북부는 일본 큐우슈우의 영향올 거의 직접적 

으로 받지만 중부와 납부는 그와 다르며 중부와 남부 또한 流球왕국 

성립 이전에는 별개의 문화권으로 파악된다. 한편 류우큐우의 선사시 

대 편년은 일본 본토와 다르며. 무엇보다도 패총시대 후기가 셜정되 

어 일본 본토의 야요이시대 · 고분시대 · 헤이안시대 모두에 대웅되는 

선사시대임이 주목된다.이는 기원 후 1천년동안 도기 · 철기 생산 · 벼 

농사 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주도의 탐라시대와 비견될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살필 때 야요이시대의 벼농사문화와 고분시대의 

스에키(須惠器) . 고분문화는 뿜짧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류우큐우산의 조개제품의 교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교역 

의 주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큐우슈우나 류우큐우열도 북부권 

주민으로 。l 해된다. 그리고 율령국가체제 이후에 주변 속국으로 되지 

만 독립된 문화권을 유지하다가， 사츠마번(廣摩灌) 침공 후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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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권에 편입되는 것이다. 

중국과의 교류는 화폐와 도자를 중심으로 살필 수 있는 바， 본격적 

으로 流球에 중국화폐와 도자기가 유입되는 것도 대체로 홈나라 때인 

8-9세기부터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도자교역은 다음 쿠스쿠시기 시 

작 무렵인 12-13세기로서 각지역의 수장세력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중국해상에서 중계무역지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14 

세기대에 들어와서인데， 중국의 조공관계를 맺으면서 中山 · 南山 · 

北山의 三山세력을 중심으로 進貴質易의 형식을 취하면서이다. 

한편 한국의 문물로서 珠뼈에 유입된 대표적인 것으로 고려기와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고려 후기 1273년 제 

주도에서의 삼별초 붕괴 직후이거나 혹은 고려말 조선초에 유이민이 

들어 온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統b球에서 발견되는 

한국도자는 조선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자기 대접이 대부분으로 

한국상인이 실고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중국상인 혹은 류우큐 

우인이 운반해 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珠減와 주변의 韓中日과의 교류관계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여러 조건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볼 수 있 

다. 그 교류방식을 총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의 

필자 능력으로서 불가능하나. 금후 류우큐우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보 

다 숙지한 후 재차 접근하고자 한다. 

끝으로 류우큐우고고학의 자료수집과 동 지역의 유적답사를 위해 

류우큐우대학의 律波高志교수를 비롯하여 池田榮史교수， 後顧雅彦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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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바，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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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eolo밍cal Study on Cultural Interacuon of R때띠 
lslands and the Surrounding Regions in East Asia 

Lee Chung-Kyu 

R}'\뼈띠 Islands is di찌ded ìnto three sub-regions, the north include Tane 

and Y:양u Islands, the second Arnarni and Okinawa Islands, and the last 

Miyako and Yay'야뻐la Islands. 

The Chron이o밍ca1 Systems of Archaeologica1 Culture in these Islands 

have been suggested hy some Scholors, among which Takemiya's System is 

accepted as the most appropriate one. Takemiya suggested three-period 

양stem， the first she빠nound period coπespon이ng to Jomon age of Japan 

m때ùand , the second shellmound period the Yayoi Age, and Kusuku period 

theK뼈nandHei쩌ni생'C. 

Some Jomon and Yaoi αlture of Kyushu were imported ìn these Islands, 
but the rice cultivation and metallurgy of Yayoi Age seems not to be 

imported in the first shellmound period. According to Kìnoshita’ s study on 

shell-made artifaα:s , the trade of Ryu에u Islands between Kyushu Island 

were executed by not Ryuku Islanders but North Kyushu People. 

Kofun style tombs similar to those of Kyushu were not discovered in 

these Islands ìn second shellmound period. 까lere are some arl매aeolgica1 

data ìn this peri여， for 않ample Chinese Tang Dynasty coins, sug~엉ts that 

Ryukyu Island funαioned as the ìntermediate σade place between China 

andJapan. 

The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Ryukyu Islands and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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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can be identified by archaeol밍c떼 data in 배e Ku빼ru and post

Kusulru Period. Those data are the roof tiles with inscrip디on of Korean 

craftsman 때d Punch’ong Porcelain in 14-15 th 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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