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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 동남해양사의 연구 동향과 그 과제
선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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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 고대 동남해의 해양사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동남해의 해양교류는 대왜․대일본 교류가 중심이었는데, 이를 삼한
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로 시기 구분하였다. 삼한 초기에 소규모
의 물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육로를 통해 낙동강하구에 이르러 해로
로 일본열도로 갔다. 철을 매개로 한 교역이 점차 발달하면서 대량의
물류가 필요로 하게 되어 선박을 이용한 해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
다. 그 교통로는 낙랑군⋅대방군-서해․남해연안-구야국-쓰시마-이
키-북부 구주의 해로가 이용되었다. 이전 시대와 달리 삼국시대의 해
양교류는 가야와 왜의 교류는 경제적인 물류가 주류였다. 처음에는 가
야와 왜의 철교역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으나, 유물상의 철의 원산지
를 규명하게 되면서 철기생산과 교섭체계에 대한 연구로 천착되어 가
고 있는 추세이다. 6세기 중엽 신라가 가야를 병합할 때까지 신라와
왜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외교적 관계에 치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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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기에 접어들면서 외교적인 목적을 두고 송사외교가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교류가 친선관계로 전환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양국
의 교류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교류로 다양해졌다. 일본의 조선
술 발전이 신라의 조선술 전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연구에 대해 최
근에 일본 해안지역에서 표착된 발해선도 일본측의 수리과정에서 선
진적인 조선술을 습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정사
기록의 소략성이나 신라 敵視觀․蕃國觀에 의한 왜곡 문제는 첩포기
류와 목간 등의 관련 1차 사료가 발굴 수집되면서 양국의 교류에 대
한 왜곡된 교류상을 밝혀내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주제어 : 가야, 왜, 철교역, 신라, 군사 대립, 송사외교, 1차 사료, 교류
의 실상

Ⅰ. 머리말
역사적으로 한국은 황해․남해․동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교류가 활발하였으며, 한국고대의 해양교류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해양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면
서 이를 이론화하여 ‘동아지중해’1)라는 해양이론을 제안하고 ‘해양사
관’2)이라 하여 한국사를 해양사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다.
황해교류의 연구는 황해를 동아지중해로 규정하면서 한중교류로서 가
장 많이 추구되었다. 남해는 한일교류나 한중교류의 중계지로서 역할
1) 윤명철, 동아지중해와 고대 일본, 청노루, 1996.
2) 강봉룡, ｢한국 해양사의 전환-‘해양의 시대’에서 ‘해금의 시대’로-｣, 도서문
화 20, 2002.
윤명철, ｢海洋史觀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 종언｣, 한국사연구 1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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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며, 동해는 발해와 일본의 교류지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검토와 전망을 검토하는 성과도 있으나,3) 이는
한국해양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 고대의 해양사 연구 검
토에 대해서는 주로 장보고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그 성과를
검토한 논고가 있을 뿐이다.4) 본고에서는 고대의 동남해에 한정하여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5)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남해는 선사시대부터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가야 및 신라의 해양교류 상에서도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가야는 일찍부터 동남해를 통해 일본열도와
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나라였다. 반면에 신라는 처음에는 왜와 적대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었으나, 7세기 이후에는 변화가 일어나 친선관계
속에서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제 동남해를 통한 가야 및 신라의 대왜교류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

3) 강봉룡, ｢한국 해양사 연구의 몇 가지 논점｣, 도서문화 33, 목포대학교 도
서문화연구소, 2009.
심민정, ｢한일해양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문화연구 21, 동북
아시아문화학회, 2009.
하세봉,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 -민족주의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동북아문화연구 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김보한, ｢전근대 ‘환한국해’ 권역에서 한반도 중심의 해상 네트워크｣, 한일
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4) 강상택, ｢장보고대사에 관한 연구동향｣, 해양문화연구 1,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1996.
권덕영, ｢장보고연구의 현황과 과제｣, 장보고연구논총, 해군해양연구소,
2005.
5) 본고에서는 동남해양사를 일본열도와의 교류사에 한정하였다. 한반도 동남
해를 통해 중국대륙과 교류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은 주로 황해를
주 무대로 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한국고대 대중교류사 연구에 대
한 정리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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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
하고자 한다.
첫째, 고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삼한시대의 대왜 해양교류 연구
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전부터 행해진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해양교류
는 삼한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 바로 낙랑군과 대방
군이 삼한 및 왜와 교류하게 됨으로써 해양교류의 공간이 확대되었으
며, 그 성격도 달라졌던 것이다. 따라서 동남해를 통한 삼한의 대왜교
류는 확대된 교통로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삼국시대 가야시기와 신라시기의 대왜 해양교류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삼국시대의 동남해 연안지역은 가야와 신라가 상당기간에
걸쳐 공존하고 있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먼저 가야와 왜의 해양교류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신라와 왜의 해양교류에 대해 연구성과를
정리할 것이다.
셋째, 통일신라시대의 대일 해양교류에 대해 살펴보겠다. 8세기 전후
동아시아세계는 唐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와 발해, 그리고 일본 등 이전
보다 통합된 국가들이 존립하였으며 과거의 갈등과 대립 충돌의 국제
정세가 종식되어 평화로운 교류가 활발해져 해양교류가 활발해졌다.
여기서 먼저 동남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로와 발달된 신라의 조선술이
일본에 전파된 사실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겠다. 다음으로 신라와 일본
의 다양한 교류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Ⅱ. 삼한시대의 대왜 해양교류
1. 삼한의 대왜교통로
삼한의 교통로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에 당시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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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통설을 재검토하는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어 이를 언급해 두
겠다. 이 시기 대왜교통로에 대해서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상세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가) [帶方]郡에서 倭로 갈 때 해안을 둘러서 바닷길로 간다. 韓
의 國들을 지나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면 [倭
의] 북쪽 對岸인 狗邪韓國에 이르는데, 모두 7천여 리이다.
처음으로 한 바다를 건너 1천여 리를 가면 對馬國에 이른
다. 그 大官을 卑狗라 하고 그 다음을 卑奴母離라 한다. 사
는 곳이 바다로 막힌 섬으로서 넓이가 4백여 리 가까이 되
는데, 땅이 산으로 험하고 울창한 숲이 많아 도로가 짐승이
다니는 것처럼 좁다. 1천여 호가 있으나, 좋은 농토가 없어
해산물을 먹고 스스로 살아가며 배를 타고 남북으로 다니
면서 식량을 구입하였다. 또 남쪽으로 瀚海라고 하는 한 바
다를 1천여 리로 건너면 一支國에 이른다. …… 3천여 가가
있으며 오히려 농토가 있어 농사짓더라도 식량이 부족하여
또한 남북으로 다니면서 식량을 구입하였다. 또 바다를 건
너 1천여 리를 가면 末盧國에 이른다. …… 동남쪽으로 육
로로 5백리를 가면 伊都國에 이르는데, …… 1천여 호가 있
다. 대대로 王이 있으나, 모두 女王國에 속해 있으며, 帶方
郡의 사자가 왕래하면서 항상 머무는 곳이다.6)
나) 그[변진의] 國에는 철이 생산되는데, 濊․倭․韓이 모두 와
서 사 간다. 모든 매매에 있어서 鐵을 화폐로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또한 2郡[낙랑군과 대방군]
에도 공급한다.7)
6)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
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 其大官曰卑狗, 副曰卑奴母離. 所居絶島, 方可四百
餘里, 土地山險, 多深林, 道路如禽鹿徑. 有千餘戶, 無良田, 食海物自活, 乘船
南北市糴. 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瀚海, 至一支國, …… 有三千許家, 差有田
地, 耕田猶不足食, 亦南北市糴. 又渡一海, 千餘里至末盧國, …… 東南陸行五
百里, …… 有千餘戶, 世有王, 皆統屬女王國, 郡使往來常所駐.”(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傳 倭人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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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삼한과 일본열도 왜의 교통로에 대해서는 위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다루고 있다. 기록 가)는 대방군→서해안→남해안→구야
국→쓰시마[對馬島]→이키[壹岐]→호쿠부규슈[北部九州]→세토나이카
이[瀨戶內海]→여왕국[기나이(畿內)]의 해양교통로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 잠시 소개하
고 검토해 보겠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전에 삼한의 78소국이 나열되어 있다. 그 중
에서 진․변한 24소국의 나열방식이 영남으로 통하는 내륙 교통로인
낙동강 상류로부터 남하하며 그 연변의 소국들을 거쳐 낙동강 하구까
지 내려왔다가 부산과 경주를 돌아 다시 동해안으로 올라가는 교통로
를 반영한다는 견해가 있다.8) 또한 대방군을 상대로 교섭하던 삼한의
78소국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에 면한 소국 및 일본열도의 왜인 30여

소국은 연안수로 주변의 교역거점과 그에 인접한 세력들이 주로 기재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예성강 유역의 대방군 남쪽경계와 가
까운 임진강 및 한강 유역에 자리한 소국들을 기재한 것이며, 이어 연
안수로를 따라 기항하던 거점에서 교역망으로 연계된 소국들을 서술하
여 남해안을 거쳐 일본 열도에 도달하였다는 견해도 있다.9)
소국명의 나열방식을 근거로 대왜교통로를 논하는 방법은 주목할 만
하지만, 그것은 기록 가)와 나)의 기록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가
추구되었다. 낙랑군에서 삼한을 거쳐 왜로 가는 교통로는 서기 2세기
를 전후로 달라졌다는 견해도 있다. 즉 1세기 후반에 이르러 낙랑군→
육로→낙동강하구에서 왜로 건너가는 교통로는 쇠퇴하며, 그 이후에는
7)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동
권30, 東夷傳 韓傳 弁辰條).
8) 윤선태, ｢馬韓의 辰王과 臣濆沽國｣, 百濟硏究 3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
소, 2001, 31쪽.
9) 윤용구, ｢중국군현의 설치와 해양교류의 발전｣, 한국해양사 Ⅰ, (재)한국
해양재단, 2013, 165～167쪽.

한국 고대 동남해양사의 연구 동향과 그 과제 / 선석열 195

기록 가)와 같이 해로를 따라 구야국이 아닌 늑도나 고성을 중간기착
지로 하여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0)
위 기록 나)의 변한의 철 생산 기록은 서기 2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대량생산체제와 광역의 유통망을 형성하였다는 고고학적 연구결과11)
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3세기 전반에 이르러 중국 요동의 호족 公
孫氏뿐만 아니라, 曹魏도 삼한과 왜와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曹魏는 3세기 전반 당시 吳⋅蜀과 정립하여 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긴요하게 필요하게 되었던 것은, 戰時의 중요 물자인 철을 비롯한 남방
물자였다. 3세기의 중국사회는 극심한 철기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
으며,12) 중국 고고학계의 조사에 의하면 요동지역에서 1990년대까지
조사된 漢․魏代의 야철지는 鐵官이 위치한 營口를 비롯하여 인접한
海城⋅遼陽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230년대 公孫氏와 曹魏 사이에

일어난 전투도 이 일대에서 이루어졌음이 참고가 된다.13) 특히 당시
중국대륙이 吳⋅蜀의 등장과 함께 분립되어 있었던 曹魏는 이전의 後
漢代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하

였던 중국의 남방에서 산출되는 물자였다. 그리하여 曹魏는 吳⋅蜀을
비롯한 주변 이민족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자원이 고갈되자14) 중국 동
10) 이재현, ｢원삼국시대 남해안 해양교류 시스템｣, 대구사학 91, 대구사학
회, 2000, 12～16쪽.
11) 李賢惠, ｢鐵器普及과 政治權力의 성장｣, 加耶諸國의 鐵, 인제대학교 가
야문화연구소, 1995, 22～28쪽.
孫明助, ｢弁․辰韓鐵器의 初現과 展開｣, 伽倻文化 11, 가야문화연구원,
1998, 254～256쪽.
12) 宮崎市定, ｢支那の鐵について｣, 史林 40-6, 東京大學 史學硏究會, 1957,
449쪽.
13) 王錦厚, ｢曹操三征三郡烏桓之始末｣, 秦漢東北史, 遼寧人民出版社, 1994,
96～99쪽.
14) 尹龍九,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 國史館論叢 85,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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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한⋅예⋅왜 지역과 교섭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으며, 3세기
초부터 공손씨가 장악하고 있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빼앗았던 것이
다. 後漢代의 소극적인 동방정책과 달리 曹魏는 대방군을 거점으로 삼
한⋅왜 등과의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의 기록에
서 드러나고 있듯이 조위는 대방군을 통해 멀리 왜와도 교섭을 전개하
였는데, 이는 일본열도산의 비단을 비롯하여 목재⋅향신료 등의 남방
물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15)
이상에서 볼 때 낙랑군⋅대방군-삼한-일본열도의 교통로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처음에 소규모의 물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육로를
통해 낙동강하구에 이르러 해로로 일본열도로 갔다. 철을 통한 교역이
크게 발달하면서 낙랑군⋅대방군-삼한-일본열도의 교통로는 대량의
물류가 필요로 하게 되어 선박을 이용한 해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2. 삼한시대 변한의 대왜교류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왜인전에 보이는 사료 가)의 대방군과 일본열
도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 사실과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전 변진조에
보이는 사료 나)의 왜의 철소재 수입 사실을 통해 삼한, 그 중에서도
변한과 왜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즉 변한의 대왜교류는 철소재를 매
개로 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문헌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는 고고학적 자료이다. 거의 대부분 개별 유적 조사
를 통한 같은 계통의 유물에 대한 언급이므로, 이를 모두 열거하기 보
다는 교류에 대한 전론적인 연구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1999, 111쪽.
15) 宣石悅, ｢加耶の鐵と倭の南北市糴｣,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110,
日本國立歷史民俗博物館, 2004, 1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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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 제소국 가운데 대왜교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소국에 대해서는
김해 구야국이 주로 언급되었으나, 최근에는 부산 독로국의 대왜교류
에 대해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야국의 경우 3세기까지
는 양동리고분군 축조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3세기 이후
중국 군현인 낙랑군․대방군이 주도하는 대외교류시스템에 편입되면
서도 대왜교류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16) 독로국의 경우 주로 일
본 야요이토기들의 출토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 출토된 왜계유물들을
보면 처음에는 주로 호쿠부규슈의 것이었으나 3세기 후반 이후에는 호
쿠리쿠[北陸]․산잉[山陰] 지방의 것도 출토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
는 독로국의 대왜교류가 다원화되어 감을 의미한다.17)
한편, 일본열도에서는 변한의 철소재 등 선진문물을 둘러싼 호쿠부
규슈의 세력과 세토나이카이 및 기나이 동쪽 세력의 주도권 싸움으로
추정되는 倭國亂이 2세기 후반에 일어난 결과, 호쿠부규슈의 지역적
수장연합은 독점적인 대외교섭권을 상실하게 되며, 세토나이카이 및
기나이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적 정치연합이 형성되었다.18)
倭國亂이 일어나기 전에는 왜의 대외교류를 주도한 세력은 호쿠부규

슈의 지역적 수장연합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세토나이카이 및 기나이
세력 중심의 광역정치적 연합이 그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 시각
이 일본학계의 통설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왜인전에 의하면 倭國
亂 이후 야마다이국[邪馬臺國]의 倭女王 히미코[卑彌呼]가 주도권을 잡

은 것처럼 전하고 있으나, 고고학적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외교섭은 여
전히 호쿠부규슈가 중심이었음19)은 재고해볼 만하다.
16) 홍보식, ｢삼한 삼국시대 낙동강 하구 집단의 대외교류｣, 금관가야의 국제
교류와 외래계 유물, 주류성출판사, 2014, 235～240쪽.
17) 이상률,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유적과 유물｣, 港都釜山 18, 부산광역시사
편찬위원회, 2002, 109～115쪽.
18) 井上主稅,｢嶺南地方 출토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
學博士學位論文, 2006,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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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 이동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3세기 말～4세기 초에도 호
쿠부규슈계나 산잉계의 토기가 대부분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며 기나
이계는 거의 없는 사실에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 초기
까지도 여전히 호쿠부규슈가 여전히 교류를 주도하면서도 교류의 양상
이 점차 다원화 되었으며, 이후에는 중심적인 역할을 상실하여 일본열
도 내 교류 창구 중의 하나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3세기 말～4
세기 초 낙동강하류역에 들어온 하지키[土師器]계 토기는 왜가 철 구
입의 대가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노동력으로 제공된 왜인집단의 소산
물이며, 그 후손들이 가야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토기도 재지화
되어 제작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20)
이와 같이 삼한시대의 대왜교류는 삼한 가운데 변한이 주도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과 같이 철소재를 매개로 한 교류는 변한 제국
중에서도 동남해안의 구야국과 독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왜의 경우에는 호쿠부규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Ⅲ. 삼국시대 가야와 신라의 대왜 해양교류
1. 가야의 대왜교류
가야의 대왜교류는 일인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임나일본부설을 극복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문헌사학과 고고학
두 분야에서 추구되어 임나일본부설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가야역사
19) 宣石悅, 앞의 논문(2004), 137～138쪽.
20) 申敬澈, ｢三國時代 韓半島南部와 北部九州의 相互交流에 관한 考古學的 硏
究｣, 韓國民族文化硏究 1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59～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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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갔다.
그 연구성과 가운데 문헌사학의 경우 가야와 왜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가야 관련 기록이
상당히 많은 日本書紀의 사료 비판을 통한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
으로는 연민수 김태식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21) 이들의 연구에서 임
나일본부란 왜왕권의 통치기구가 아니라 안라에 주재한 외교사절이라
는 시각으로 변화되면서 가야와 왜의 인적 교류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
었다.22)
그리고 고고학 분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가야 문화유적의 발굴 조
사가 활발해짐으로써 가야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동래 복
천동고분군과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발굴 조사를 통해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할 자료적 근거를 찾아내게 되었다. 한일 양국 학계의 고고학적 자
료는 가야와 왜의 교류를 구명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를
정리하고23) 시기별 교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후의 연구 경향은 武
具․위세품 등을 중심으로 한 상호 교류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는 철의 왕국 가야와 왜의 철교역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으나, 유
물상의 철의 원산지를 규명하게 되면서 철기생산과 교섭체계에 대한
연구로 천착되어 가고 있다.24)
삼한시대 변한에 이어 삼국시대 가야의 대왜교류와 교통로에 대한

21)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연민수,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2003.
22) 백승충, ｢안라국의 대외관계사 연구의 제문제｣, 한국민족문화 51, 부산대
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23) 高久健二, ｢韓國の倭系遺物｣,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110, 日本國
立歷史民俗博物館, 2004.
24) 가야 고고학의 발굴 조사에 대한 보고서나 개별 논문은 방대하므로 지면
관계로 인해 생략하고 주요한 성과만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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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추구되었다. 남해안에서 사천만․진동만․마산만을 나와 바다
를 통해 기나이에 이르는 문화 교류와 집단 이주경로는 크게 두 가지
로 상정되고 있다. 첫째는 삼한시대와 같은 항로로 남해안→쓰시마→
이키→호쿠부규슈→세토나이카이→기나이에 이르는 것이고, 둘째는 쓰
시마→오키노시마[沖ノ島]를 경유하여 와카사만[若狹灣]→비와코[琵琶
湖]→오오미[近江]→기나이에 이르는 것이다.25) 그런데 5세기 중반∼6

세기 전반 전남 영산강유역과 경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왜계고분이
조영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와 왜의 교류 양상
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26)
5세기 이래 경남해안의 안라국․고자국 등의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

고 전남해안의 영산강유역세력도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특히 영
산강유역에는 아직 웅진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慕韓 세력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5세기를 전후하여 철정을 중심으로 야마토[大
和]․가와치[河內]․기비[吉備]․츠쿠시[筑紫] 등의 세력들과의 교류를

긴밀하게 전개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27) 그러나 영산강유역의 독자
세력을 慕韓으로 보는 것은 宋書 왜국전에 보이는 소위 倭五王의 허
구적인 작호를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그보다는 오히려 梁職貢圖 百
濟國使圖에 보이는 백제 주변의 소국명 가운데 위치가 비정되지 않은
止迷나 麻連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열도의 왜는 여러 세력으로 존재하였는데, 기내의 야마토왜[大
和倭]는 백제와 교류하였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세력들과 지속적으

로 교류한 것은 규슈왜[九州倭]였으며, 그 가운데 對韓半島의 교섭주도
25) 李永植, ｢가야와 고구려의 교류사 연구｣, 韓國史學報 25, 고려사학회,
2006, 33∼34쪽, 45∼51쪽.
26) 박상언, ｢가야지역 왜계고분의 연구 현황과 과제｣,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
아시아, 학연문화사, 2011, 226∼231쪽.
27) 東潮, ｢朝鮮三國․加耶と古墳時代の鐵｣, 古代東アジアの鐵と倭, 溪水社,
1999, 413∼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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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은 겐카이나다[玄界灘] 연안세력에서 아리아케가이[有明海] 연안
세력으로 교체되었으며 영산강세력과도 교류활동이 강화되었다.28)
덧붙이고 싶은 것은 513년에 백제는 가야의 철자원 확보와 남해안을
통한 대왜교섭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점령한 섬진강유역의
기문-대사가 대가야의 대외교류창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
지만, 대가야가 낙동강을 두고 그렇게 먼 섬진강유역을 대외창구로 둔
다는 시각은 문제이다.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의해 병합될 때까지
경남남해안뿐 아니라 낙동강하구는 대가야의 대왜교통로로서 유효하
게 이용되었다.29) 그 교류의 산물로서 왜계 유적과 관련 유물이 낙동
강하류역에 분포되어 있었음이30) 이를 방증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2. 신라의 대왜교류
삼국시대 신라와 왜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 외교적 관계
에 치중되어 있다. 관련 기록에서 볼 때 三國史記 신라본기를 비롯한
한국측 문헌기록과 광개토왕릉비문을 통해 일본측 日本書紀 신공기
의 신라정벌기사에 대한 사료 비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특히 三
國史記 신라본기의 왜관계기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는
4-5세기 양자의 관계가 주로 三國史記에 체계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三國史記 신라본기의 왜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日本書紀 신
28) 白石太一郞, ｢もう一つの倭․韓交易ルート｣,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
告 110, 日本國立歷史民俗博物館, 2004, 489쪽.
29) 선석열, ｢백제의 기문․대사 점령과 그 의의｣,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주류성출판사, 2009, 297～298쪽.
30) 홍보식,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요소-기원후 3～6세기대를 중심으로｣, 韓
國古代史硏究 44, 한국고대사학회, 200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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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기록을 중시하여 임나일본부설을 내세우는 야마토왕권설도 있
으나, 당시 일본열도에서는 통일된 왕권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신
라본기의 왜가 야마토정권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후 신라를 침입한
왜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즈모[出雲]․기비[吉備] 지방의 신라계 왜
설,31) 계절적 해적설,32) 가야에 거주한 왜 즉 왜=가야설,33) 왜인 가라
거주설34)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일본열도에는 규슈의 친가야정권
과 야마토의 친백제정권이 있었던 점에서 보아, 신라본기 상의 왜는 신
라와 가야의 대립 경쟁에 끼어든 규슈왜일 가능성이 크다.35)
6세기에 三國史記 신라본기에는 왜 관련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日本書紀에 6세기 후반부터 任那의 調 기사와 送使外交 관
련 기록이 보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任那의 調로서 임나
일본부설의 연장선상에서 주목되어 신라에 대해 고대일본의 인식 즉
敵視觀․蕃國觀이 투영된 것이었다.36) 이러한 시각에 대해 대부분의
31) 金錫亨,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 朝鮮史硏究會 譯,
古代朝日關係史, 勁草書房, 1969, 123∼144쪽.
32) 旗田巍, ｢三國史記新羅本紀の倭｣,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9, 韓國文化院,
1973, 165∼178쪽.
33) 井上秀雄, ｢日本書紀の新羅傳說記事｣, 日本書紀硏究 4, 1970 ; 任那日本
府と倭, 東出版, 1978.
鬼頭淸明, ｢任那日本府の檢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
房, 1976, 210∼221쪽.
木下禮仁, ｢五世紀以前の倭關係記事｣, 倭人傳を讀む, 中公新書, 1982 ;
日本書紀と古代朝鮮, 塙書房, 1993, 339∼358쪽.
鈴木英夫, ｢三國史記新羅本紀倭人倭兵記事の檢討｣, 國史學 101, 1977 ;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靑木書店, 1996, 85∼94쪽.
平野邦雄, ｢倭の實態｣, 古代を考える邪馬臺國, 吉川弘文館, 1998, 241쪽.
34) 大和岩雄, ｢朝鮮半島南端に倭人はいたかー葛城襲津彦傳承のもつ意味ー｣,
東アジアの古代文化 37, 東アジアの古代文化を考える会, 1983, 172∼183
쪽.
35) 선석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왜의 실체｣, 인문학논총 13-1, 경
성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104～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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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대신에, 신라와 왜의 교류로 보면서 7세
기 초반 양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送使外交의 전초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7세기 전후 양국은 과거의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친선관계
로 반전되어 국제정세 변화의 조류에 적응하였음에 주목하기도 하
며,37) 주로 동남해를 통해 해양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38)
이와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것은 隋書 왜국전의 기록에 보이는
대왜항로 기록이다. 즉 608년 왜의 遣隋使의 귀국을 위해 隋의 文林郞
裵世淸이 백제의 竹島에 도착하여 地文航法을 이용하기 위해 남쪽으로

제주의 耽羅를 바라보며 방향을 바꾸어 쓰시마국[都斯麻國]을 지난 후,
남쪽으로 이키국[一支國]을 지나 호쿠부규슈의 츠쿠시국[竹斯國]에 이
르는 노정인데, 이 당시 대왜교류의 통상적인 교통로이다.39) 다시 말하
면 중국에서 일본열도로 가는 교통로는 동남해를 거쳐 가는 것으로 기
록되어 있음에서 삼한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교통로가 많이 활용되었음
을 말해준다.

Ⅲ. 통일신라시대의 대일 해양교류
1. 동남해 항로와 조선술
통일신라의 대일교류는 일본과의 교류뿐 아니라 일본에서 중국으로
36) 정효운, 古代韓日政治交涉史硏究, 학연문화사, 1994, 110～120쪽.
37) 연민수, ｢7世紀 동아시아 情勢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동국대
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48～52쪽.
38) 선석열, ｢마립간시기 신라와 왜의 관계｣, 釜大史學 28․29합집, 부대사학
회, 2005, 277～282쪽.
39) 山崎雅稔, 2009, ｢고대 한․일 항로와 대마도｣,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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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遣唐使 파견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唐-신라-일본의 교통로 가
운데 먼저 唐-신라의 경우는 경주-내륙-당항성-황해를 건너가는 육해
병행의 방법이거나, 동남해-남해-황해를 거치는 순전한 해양루트이다.
육해병행루트의 경우 경주→당은포→황해→산동반도 登州로 이어지는
북부연안항로와 중부횡단항로가 있었고, 그리고 순전한 해양루트의 경
우 경주→회진→황해→중국의 江淮지방으로 연결되는 남부사단항로를
거쳐 唐의 수도 長安에 이르는 것이었다.40)
신라와 일본 양국의 해상 루트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로
정리된다. 첫째, 신라 무역선을 이용한 일본 입당학문승들의 귀국 사실
을 참고하여, 그 경로는 唐→울산→경주→울산→호쿠부규슈를 경유하
여 종착항인 기나이의 나니와[難波]로 귀국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41) 그런데 울산-호쿠부규슈의 동남해 중간루트가 빠져 있
는데, 울산→쓰시마→이키→하카타[博多]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세도나이카이를 거쳐 종착항인 기나이의 나니와로 설정해
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의 견해는 루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42) 신라에서 일
본으로 가는 해양루트 네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에서 경주
→형산강→영일만→동해를 통해 일본열도의 여러 지역으로 가는 것이

다. ① 규슈의 하카타[博多], 혼슈[本州]의 ② 와카사[若狹] ③ 이즈모
④ 쓰루가[敦賀]로 향하고 있다. 그 가운데 ② 와카사와 ③ 이즈모 방

향은 세토나이카이 연안의 오카야마[岡山]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④ 쓰루가 방향은 비와코[琵琶湖]를 지나 기나이 지방으로 가는 것으

40) 權悳永,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997, 188～208쪽.
41) 최재석, ｢7세기말 일본의 강역에 대하여｣, 人文論集 43, 고려대학교 인문
대학, 1998 ; 고대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55쪽.
42) 윤명철, ｢新羅下代의 海洋活動硏究｣, 國史館論叢 91, 국사편찬위원회,
2000, 239～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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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다. 이 견해는 三國史記 신라본기의 왜관계기사나 日本
書紀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신라의 대일항로의 출발점을 영일만으로

본 것이지만, 왜병․왜인 등이 신라로 침입한 곳은 영일만43)이 아니었
다. 고려 말에 창궐한 왜구도 영일만으로 침입한 경우는 없고 주로 동
남해안이었던 점도 또한 참조될 것이다. 왜인이 신라로 오는 데 있어
가장 용이한 곳은 부산이나 울산이 위치한 동남해안 일대이다.44)
일본 유학승이 귀국할 때 이용한 선박이 신라 무역선이라는 점을 고
려한다면, 신라의 동남해 교류는 수도이자 최대의 소비지인 경주를 경
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일상화된 항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속하고도 안전한 항로를 위해서는 새
로운 항로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왕에 이용하고 있는 쪽을 활용하였을
것이므로, 가야 이래로 활용되었던 기존의 항로를 적극 활용하였을 가
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일본은 신라의 조선술을 습득하여 만든 선박을 이용하여 해양
교류를 하였다. 이는 日本書紀․續日本紀 등 고대 일본의 정사에
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일본의 대외교섭창구인 규슈의 다자이후[大宰
府]에서도 신라선을 건조하고 그의 우수성을 격찬하였고 이런 까닭으

로 일본은 신라선의 形制法式을 실물로 전승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
가 唐에 사신․학문승 등을 파견할 때 이용한 선박 가운데에는 신라선
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선원들까지도 신라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당시의 이러한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기본적으로 일본이 9세기까지 신라의 조선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던 것이다.45) 장보고 선단이 일본 구법승 엔닌[圓仁] 일행을 唐으
43) 전덕재, ｢4～6세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한국 동남해안의 선사와 고
대문화, 한국상고사학회, 2012, 173～175쪽.
44) 선석열, 앞의 논문(2008), 109쪽.
45) 金在瑾, ｢張保臯時代의 무역선과 그 航路｣, 張保臯의 新硏究, 완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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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도했다고 전하는 入唐求法巡禮行記의 일화는 단적인 예이다.

2. 통일신라의 대일교류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일본은 대륙과 동떨어져 있어 가야나 백제와
의 교류를 통해 선진문화를 받아들였으나, 가야와 백제가 멸망함에 이
르러 적대적이었던 신라와의 관계를 수정하여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 하였다. 즉 양국간의 교섭은 일본이 율령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唐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신라를 통해 선진문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46) 양국의 교류가 증대된 것은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까지 일본이 遣唐使를 보내어 율령국가 건설

에 필요한 지식과 여러 문물을 수용하여 율령국가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47)
이와 같이 양국 관계의 전환에 의해 동남해를 사이에 두고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신라는 倭典을 설치하여 외교 업무를 전담하도
록 하였으며, 특히 8세기에 이르러 양국이 안정되면서 공식적인 교류
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신라의 遣日本使 일본의 遣新羅使가
파견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30여 년간 단절된 遣唐使도 부활하였다. 양
국 사절의 체재 기간을 비교해 보면 신라의 遣日本使는 평균 2～3개월
임에 비해 일본의 遣新羅使는 7～10개월로서 공적 업무 이외에 5개월
정도 더 체재하여 일본 사절이 신라 문물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물
론이고, 각종 수공업에 대한 견학도 포함된 것이다.48)
三國史記 신라본기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양국간에 행해진 공무
원, 1985, 147쪽.
46) 연민수, 앞의 책(2003), 241～252쪽.
47) 김은숙,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國史館論叢 29, 국사편찬위원회,
1991, 106쪽.
48) 연민수, 앞의 책(2003),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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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성덕왕 말기부터 갑자기 국교가 끊겨서 다시 회복되는 애장왕 4
년(803)까지 약 70년간의 공백기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49) 최근 買
新羅物解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日本書紀 및 續日本紀를 비판

적으로 검토하면서 경덕왕대를 전후하여 양국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전
개된 점을 밝히고 있다.50)
日本書紀․續日本紀의 교역 물품을 분석하여 일본은 신라로부
터 금은 불상 등의 금속류와 고급 비단류․동물류․모피류․약물류 등
을 수입하였고 ‘種種彩絹’ 및 ‘種種珍異物’을 수입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당시 신라의 수공업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짐
작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신라 수출품 가운데 신라에서 산출되지 않는
‘種種珍異物’을 다시 재수출한 점이 주목된다.51) 또한 신라는 고급 견

직물류를 보낸 반면에, 일본은 신라에 거친 견직물을 보내고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52)
色毛氈貼布記․花氈貼布記 등 첩포기류의 당시 1차 사료를 발
굴 수집하여53) 양국의 교류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추구되기도 하
였다. 특히 買新羅物解와 같은 기록은 752년 신라에서 7척의 배, 총
인원 700여 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한 김태렴 일행이 가져
온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 귀족들이 작성한 신청서의 내용으로, 신
라 사절이 가지고 간 물품에 붙어 있던 첩포기와 같은 일종의 ‘물품
49) 이용범, ｢해외무역의 발전｣,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1, 511～512
쪽.
50) 윤선태,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쯔게(買新羅物解)’｣, 역
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47쪽.
김지은, ｢고대 香藥의 유통과 불교의례｣, 慶州史學 37, 경주사학회, 2013,
28～32쪽.
51) 김문경, ｢해상활동｣, 신편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8, 309～311쪽.
52) 이종봉,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부산
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3, 232～233쪽.
53) 이기백,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일지사, 1993,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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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서’로 이해되고 있다.54)
이와 같은 교역의 활성화의 배경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도 일정한 역
할을 하였다. 8세기 전반 성덕왕 말기 발해와의 대립과 충돌에 대응하
기 위해 唐이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었던
것이55) 하나의 배경이다. 그리고 8세기 중반 신라와 일본이 외교형식
을 두고 양국은 갈등관계에 있었음에도,56) 신라는 일본이 요구하는 형
식을 무시하고 사행의 중요 목적을 통상에 두고 계속적으로 사신을 파
견하였던 것이다.57) 또한 김태렴 일행의 일본 방문이 나라[奈良] 도다
이지[東大寺]의 盧舍那大佛 개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밝혀
져58) 국가 사절이 외교적인 활동뿐 아니라 불교 등의 문화교류의 역할
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7세기부터 일본의 많은 승려들은 唐뿐 아니라 신라에서
학문을 배우고 돌아가기도 하였다.59) 이를 통해 일본 불교계는 신라가
보유하고 있는 수준 높은 불교문화도 수시로 입수하였으며, 원효의 손
자이자 설총의 아들인 설중업의 도일활동 예에서 보듯이 8세기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60)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빈번하게 왕래하였던 공적 교류
외에 경우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돌발 사태로 인한 교류로서 주목되는
54) 윤선태, 앞의 논문(1997), 56쪽.
55) 최연주, ｢낙동강 하구의 對日 航路에 관한 일고찰｣, 일본근대학연구 30,
한국일본근대학회, 2010, 246～248쪽.
56) 김창석, ｢8세기 신라 일본간 외교관계 추이｣, 歷史學報 184, 역사학회,
2004, 18쪽.
57) 內藤雋輔, ｢新羅人の海上活動について｣, 朝鮮史硏究, 東洋史硏究會,
1961, 338쪽.
김은숙, 앞의 논문(1991), 106쪽.
58) 김은숙, 위의 논문, 128쪽.
59) 石田瑞麿(이영자 옮김), 일본불교사, 민족사, 1995, 94쪽.
60) 최재석, 앞의 책(2000),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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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표류민과 관련된 것이다. 양국의 표류민에 대한 사료는 극히 제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연구하기가 곤
란하지만, 이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표류민의 송환은 양국관계의 개선
및 교역을 개시하기 위해 일본은 표류한 신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표류
원인을 파악한 다음 투화할 의사가 없으면 귀환 조치를 내리도록 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배가 파손되거나 식량이 없으면 수리 및 보충토록 하
는 등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표류민에 관한 규정을 만들
어서 신라상인들의 왕래를 장려하였던 것이다.61)

Ⅳ. 맺음말-가야 및 신라의 해양사 연구의 과제
본고는 한국 고대 동남해의 해양사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동남해의 해양교류는 대왜․대일본 교류가 중심이었다. 이를 삼한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로 시기 구분하여 각 시기마다 교류의 목적이나
양상이 변화하였다. 해양교류는 대량물류로 인한 것이 일반적이며, 상
대국과의 친선 여부에 따라 경제적인 교류나 정치적․외교적인 교류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기존의 연구는 보다 구
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또한 연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왜인전에 의하면 중국 군현 帶方郡에서 일본
열도의 여왕국인 야마다이국으로 가는 노정, 즉 대방군→서해안→남해
안→구야국→쓰시마→이키→호쿠부규슈→야마다이국의 교통로가 상세
히 기록되어 있다. 삼한 초기에 소규모의 물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육
로를 통해 낙동강하구에 이르러 동남해의 해로로 일본열도로 갔다. 확
대 생산되는 철소재와 이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증대되면서 철을 매개
61) 김은숙, ｢일본과의 관계｣, 신편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8,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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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교역이 점차 발달하면서 대량의 물류가 필요로 하게 되어 선박
을 이용한 해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기록과 같이 동남해의 교통로
는 구야국을 중심으로 대왜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
었지만, 부산지역의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구야국뿐 아니라
독로국의 대왜교류도 활발하였음이 밝혀져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조
명될 것이다.
삼국시대의 대왜교류는 가야와 신라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가야와 왜의 교류는 경제적인 물류가 주류였는데, 처음에는 가야
와 왜의 철교역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유물상의 철의 원
산지를 규명하게 되면서 철기생산과 교섭체계에 대한 연구로 천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6세기 중엽 신라가 가야를 병합할 때까지 신라와
왜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외교적 관계에 치중되었다. 7
세기에 접어들면서 외교적인 목적을 두고 신라의 送使外交가 이루어지
면서 양국의 교류가 친선관계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볼 때 대외관계는
항상 일정하게 적대적이거나 친선적인 관계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변화하게 되면 전혀 다른 관계
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삼국시대 말기인 7세기에
개선된 신라와 왜의 관계는 다음 시기로 이어졌던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양국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경제
적․문화적 교류로 시각이 다양해졌다. 먼저 이와 같은 교역 활성화의
배경에는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국제정
세는 唐․발해․신라․일본 등의 관계가 설정되는데, 아들 국가 간의
관계 변화를 염두에 두고 동남해 해양교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도
아울러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일본의 조선술 발전이 신라의 조선술 전파에 의해 이루어졌다
는 연구가 있다. 최근에 동해연안의 일본 해안지역에서 발해 사신 관련
유적이 간헐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하였다.62) 발해의 遣日本使가 동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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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 일본에 가다가 이들 가운데 난파되어 표착하였을 경우 일본측에
서 발해선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진적인 조선술을 습득하였을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선술 발전이 신라선뿐 아니라, 발해선에
의한 요인도 밝혀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三國史記 신라본기의 대일교섭 기
록은 日本書紀․續日本紀 등 일본측의 내용에 비해 양적으로 매우
소략한 편이다. 또한 양국의 정사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양국간에 행해
진 교류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日本書紀
․續日本紀의 기록은 천황제에 입각한 신라 敵視觀․蕃國觀에 의해

왜곡되어 있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色毛氈貼布
記 花氈貼布記 등 첩포기류와 買新羅物解와 같은 당시의 1차 사

료를 발굴 수집하여 양국의 교류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추구되기
도 하였다. 그리고 문헌 기록으로 왜곡된 교류상을 밝혀내는 데에도 유
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1차 사료의 발굴이 기대되며,
아울러 목간의 발견과 활용 또한 전망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제사의례에 대한 연구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사의례가 오키노시마에서 행한 사실이 밝혀진 점63)도 주목
된 바 있다. 7세기 이후 신라는 대일외교나 대일교역을 행할 때 부산의
기장 해안을 거쳐 兄邊에 이르러 항해를 점검한 다음,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쓰시마로 향해 갔으므로 부산의 연해는 중요한 중간기착지의 역
할을 수행하였다.64) 해양제사는 해양교류 상에서 항해의 안전을 기원
62) 아직 이에 대한 정식의 보고서나 논고가 없어 조사 유적을 소개할 수 없
다.
63) 이 유적은 4세기 후반부터 10세기에 걸쳐 국가의 평안과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해양제사가 행해졌는데, 특히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중
엽까지는 岩上祭祀가 행해지고 5세기 후반부터 7세기에 걸쳐 岩陰祭祀가
행해졌다고 한다(佐田茂, 沖ノ島祭祀遺跡, ニュー․サイエンス社, 2000,
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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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의례뿐만 아니라 중요한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전망해 보는 바이다.

이 논문은 2016년 9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64) 선석열, ｢신라시기 부산지역 해양교류의 형변｣, 港都釜山 32, 부산광역시
사편찬위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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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Trends of southeast
Maritime in the ancient Korean
History and Its Perspective.
Seon, Seok-Yeol
This paper organized the research trends of southeast maritime in
the ancient Korean history. Its Maritime exchanges were the
exchanges with Japan, its times divided Samhan period,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Unified Silla Period.
Material is distributed by land in the early Samhan. Its trade was
gradually evolved over the iron parameters and became mainstream
sea, because large amounts of logistics required the ship. The road
was Lelang․Daifang - western and southern coast – Guyakuk Tsushima – northern Kyushu. It was mainstream economic
exchange between Gaya and Japan'.
Maritime exchange between Gaya and Japan was the mainstream
of economic objective. Now the current studies is the production of
iron ore, is inquisitive as study on its production and the bargaining
system in the future.
Unlike Gaya, studies on the exchanges between Silla and Japan
was heavily centered o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y 6th
century. Their exchange was converted to amicable relation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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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stile relations in the 7th century.
Silla and Japan variously been deployed by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in the Unified Silla Period. It was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development of Japan's shipbuilding
evolved by Silla's. Recent researches found that Japan might be
taught advanced shipbuildings in Balhae’s shipwrecks of the repair
process.
Finally, the summary of the historical records in Silla and
distortion of history by the Japanese emperor such as the savage
country view and the hostile view toward Shilla can be overcome,
the relevant primary data is collected and organised such as
Baisiragimotuge(買新羅物解) and Tyouhuki(貼布記), and forecast the
reality of bilateral exchanges.
Key Words : Gaya, Wa, iron trade, Silla, military confrontation,
diplomatic relationship by the envoy, primary records,
reality of bilateral exchan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