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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야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0

년대 이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된 것은 사실이나 가야의 발전단계나 정치

체의 형태, 가야 개별 국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필자는 가야 

諸國들의 개별적, 주체적 발전과정을 밝혀내는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弁韓 小國 중 하나였던 史勿國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바닷길은 문화가 이동하는 곳이자 사람이 이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바다

를 통해 성장한 정치집단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변한 소국들이 있었

고, 浦上八國은 이름에서 보듯 해양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소국들이다. 

이들은 사물국과 동시기의 소국들이며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집단들이

므로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변한 소국은 주로 포상팔국을 지칭한다. 포상

팔국 가운데 사물국은 교역과 철기문화의 유입 면에서 선진적이기 때문

에 포상팔국을 대표하는 소국으로서 변한소국의 변천사와 그 성격을 보

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물국은 지명과 사천지역 발굴조사결과를 볼 때, 늑도유적에서 출발한 

정치집단으로 보인다. 우선 ‘史勿國’은 『三國遺事』 勿稽子 條에 처음 

나타나고, 『三國史記』 訥祗王 25년(441) 2월 條에 ‘史勿縣’으로,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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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史記』  우륵 12곡 가운데 ‘思勿’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경덕왕 대에 

泗水1)로, 고려 현종 대에 泗州가 되었다가 『世宗實錄地理志』에 泗川으

로 기록된다. ‘史’와 ‘泗’는 소가야가 ‘쇠’가야라는 뜻인 것처럼 ‘금속’을 

가리키는 ‘’2) 이고, 史勿의 ‘勿’은 ‘물’로 인식되었기에 ‘水’로 바꾼 것으

로 보인다.3) 물길을 통해 철기를 교역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쇠+물’이라

는 지명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4)

이 지역에서 쇠물이라는 이름에 가장 적합한 곳은 늑도유적이다. 늑도유

적에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한대 화폐와 제철유구가 발

견되었다. 늑도유적의 제철유구는 기원전 1세기경으로 편년된다. 늑도는 

460,000㎡ 정도의 작은 섬이지만 지형적·지리적 이점이 탁월했기에5) 교

역항으로 일찍 성장했고 철기문화를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이렇

게 ‘쇠+물’의 성격을 가진 곳이 늑도이고, 『三國遺事』의 포상팔국 시기

(3세기)에 해당하는 사천 지역 유적 중 가장 선진적이며 대규모라는 점에

서 이 지역이 초창기 사물국의 중심지로 추정된다.6) 

3세기의 기록인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 나열된 변한의 12개 國에 

사물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변한 12국 가운데 포상팔국에 해당하는 곳은 

고성 지역으로 추정되는 弁辰古資彌凍國에 불과하므로 포상팔국의 나머

지 국들은 600~700家 규모의 소국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규모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弁辰古淳是國을 늑도 인근의 九羅梁과 관련되었

1) 조규태, 「지명의 한자어화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6호(2006), 147쪽. 
漢化政策의 일환으로 표기만 중국식 한자어로 바뀌었을 뿐, 지명의 어형 자체
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정호완, 「삼한 시대 ‘濊’의 문화 투영」, 『한글』, 224호(1999), 164-165
쪽.

3) 김영일, 「어형 ‘믈〔水〕’의 형태변화와 비교」, 『語文學』, 95호(2007), 3
쪽. 水를 뜻하는 표기 형태로 신라지역에는 勿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三
國史記』에 德勿縣이 德水縣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4)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5~6쪽.

5) 주변에는 작은 섬들이 많아서 육지와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섬 주변으로 울돌
목 다음가는 급류가 흐르는데 그것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을 것이다. 통영∼여수 사이의 연안항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 곳을 지나가야 한다. 또한 정박하기에 유리한 지형이다.

6)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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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 연구도 있으나7) 확신할 수 없다.

현재 늑도유적의 하한을 2세기 중엽에서 3세기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시

기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8) 철기시대에 남해안 일대에는 

패총이 급격히 늘어나 3세기 대를 중심으로 패총이 형성되었고9) 성산패

총이나 동외동패총은 4세기 대 이후로도 편년되므로10) 늑도유적도 최소

한 3세기 대까지는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1) 이에 본 연구는 시간적

으로는 늑도유적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포상팔국 전

쟁과 관련된 3·4세기가 중심이 될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늑도유적과 사천 

내륙 지역을 주요대상으로 삼는다.12) 

‘바다’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포상팔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바

다에서 살아온 이들이 정치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교역의 역할이 

있었다. 교역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서·남해안의 정치집단들이 성장하

고, 철기문화 유입 후 철을 교역품으로 삼아 무역경쟁에서 앞서가는 모습

을 Ⅰ장에서 다룰 것이다. Ⅱ장에서는 늑도집단의 형성과정과 이들의 성

격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려 한다. 한반도로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짐

작되는 이주의 가능성과 늑도유적의 독특한 양상을 통해 늑도집단이 이

7) 천관우, 「辰 · 弁韓諸國의 位置 試論」, 『백산학보』, 20호(1976), 232쪽.

8) 이창희, 「늑도유적 출토 외래계 유물 보고-늑도 Ⅲ기의 설정과 함께」, 『늑
도 패총과 분묘군』 (부산: 부산대학교박물관, 2004), 557쪽. 

9) 남해안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최성락·김건수, 「철기시대 패
총의 형성 배경」, 『호남고고학보』, 15호(2002), 72쪽 참고.

10)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3』 (서울: 푸른역사, 2002), 233쪽. 김
태식은 늑도패총과 동외동패총의 하한을 기원후 4세기 무렵까지로 파악하였
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7371 (검색
일: 2017년 4월 25일) 최몽룡은 성산패총 하한을 400년경으로 파악하였다.

11)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4~25쪽.

12) 지명 변천을 근거로 현재 사천만 동쪽을 대상을 삼는다. 서쪽의 곤명면, 곤양
면, 서포면 지역은 일제 강점기에 하동군과 사천군에 분할 편입된 지역으로 
곤양은 삼한시기 軍彌國(弁軍彌國)으로 비정되고, 이후의 지명 변화를 살펴
보아도 사천만 동부와 분리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변한 소국 가운데 고성 
지역으로 비정되는 弁辰古資彌凍國과의 경계는 현재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
계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천과 산지로 자연경계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고 『三國史記』에 나오는 蚊火良縣, 尙善縣이 고성군 상리면, 영현면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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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늑도집단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있었던 변한 소국에 대해 분석하려면 이들을 둘러싼 다중 네트워

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지, 

그 후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를 Ⅲ장에서 살펴보고, 포상팔국 소멸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포상팔국 전쟁에 대해 Ⅳ장에서 다루어 보겠다. 포상

팔국이 전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알아보고 전쟁 이후의 모습

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특히 이주와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사물국이라는 소국의 성

립과 변천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철기문화가 일찍 파급되었는데도 변한 소국이 고대국

가로 나아가지 못했던 원인을 해양성이라는 독특한 성격에서 찾아 볼 것

이다. 또한 고대 이주가 문화의 유입, 정치집단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류와 이주에 방점을 

두고 사물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는 본 연구가 변한 소국들의 변천사에 

미치는 내적, 외적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가야사 연구에 일조하기를 기대

한다. 

Ⅱ. 교역네트워크의 형성과 철기문화의 유입

한반도와 중국, 일본은 하나의 바다로 연결되어있었기에 고대부터 문화

적으로 긴밀하였고 정치·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

었다.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한·중·일을 하나의 세계로 인식하여 ‘동아

지중해’,13) ‘동아시아세계체제’, ‘환동아시아무역권’14)과 같은 용어로 설

명하기도 한다. 

13) 윤명철, 「동아시아의 해양공간에 관한 재인식과 활용」, 『동아시아의 공간
관』, (서울: 경인문화사, 2007), 51쪽. 동아시아는 이른바 ‘多國間地中海海’
의 형태로 대륙적 성격과 해양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지중해 
문화의 특성을 가졌기에 ‘동아지중해’ 모델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14) 윤재운,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11쪽. 이병로
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이 신라·당·일본을 
포함한 하나의 무역권이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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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原에서 한반도 북부로 

연결되는 루트는 일찍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前漢 시기에 〔燕 

- 발해만-요동반도-

압록강이나 대동강〕으로 

이어지는 해안루트나 

〔燕-遼河-서안평-왕검성〕

으로 이어지는 내륙루트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15)

또한 粘土帶土器人들이 해안

과 근해를 연결하여 원거리 교

역네트워크를 개척했다는 견

해가 있다.16) 이렇게 보자면 기

    <그림1> 기원전후 동아지중해 교역권17)    원전 3세기경에 이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항로가 형성

                                                           되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秦이 대외무역에 크게 관심을 기울여 진시황이 교역망 확충을 위

해 노력했고, 남해와 제주 지역에서 진시황이 보낸 서복이 지나갔다는 전

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 전반,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용된 대외교

류 루트는 크게 내륙루트와 해안루트가 있었다.18) 내륙루트는 남한강-죽

령-낙동강상류-중류-금호강-경주-울산으로 이어지는 교역로이며 해안

15) 김창석,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2013), 61쪽.

16) 이성주, 「남해안 지역에서 출토된 왜계유물」, 『고대 동아세아와 삼한·삼국
의 교섭』, 복천박물관 제6회 학술세미나 (2002년 10월 11일), 69-70쪽.

17) 윤명철, 『한국해양사』 (서울: 학연문화사, 1988), 74쪽.

18) 해안루트에 관한 설명은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13쪽을 참고하
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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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는 대동강에서 한강하구를 통과해 서해안을 따라 남해안과 일본열로

도 연결되는 연안항로로 거점지역은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지역인 거

문도와 해남 군곡리, 남해안의 사천 늑도, 남해안 동부의 고 김해만 양동

리와 회현동 패총, 그리고 일본의 이키(壹崎)와 큐슈(九州) 지역이다.19) 

하지만 내륙루트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

에는 복잡하며, 무거운 물건의 이동에는 적합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안루

트가 많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루트를 통해 변진한 소국들은 한

군현, 왜와 교역을 하였는데 당시 교역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1) (樂浪·帶方)郡으로부터 倭에 이르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군에

서 해안을 따라 가다가 韓國을 거쳐 다시 남쪽과 동쪽으로 잠시 가

다보면 그 북쪽해안에 있는 狗耶 韓國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거리가 7천리이다. 여기에서 처음 바다를 건너 1천여 리 가면 대마

도에 이르게 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倭人條)

낙랑·대방-서해-남해-구야국(김해)-대마도로 연결되는 경로와 거리가 

정확하게 기록에 남은 것으로 보아 이 해안루트는 3세기에도 활발히 이

용되었던 것이고 당시 구야국이 교역의 거점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 교역로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은 고고학적 출토 자료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한반도 중부 이남 漢代 화폐의 출토 양상은 해안과 하천을 

통한 교역망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화폐의 출토지는 해안가로부터 시

작하여, 하천을 따라 내륙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20) 연안항로를 통

해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졌고 무역을 통해 유입된 화폐가 내륙으로 유통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삼각형점토대

토기가 서해안 연안에서도 다수 발견되는 것은 매우 빈번한 교류가 있었

19) 홍보식, 「외래계 유물로 본 금관가야의 국제교류와 사회구조」, 『금관가야
의 국제교류와 외래계유물』, 제20회 가야사 국제학술대회 (2014년 4월 11
일-12일), 160쪽.

20) 박선미, 「한반도 출토 한 대 화폐와 그 의미」, 『선사와 고대』, 28호
(2008),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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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입증한다.21) 

희귀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 교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의 造船기술이나 항해술을 감안하면 단거리로 이동과 정박을 반복하는 

연안항해 형태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안항로 상에 있는 집단

들과의 접촉은 불가피했고 이러한 접촉은 정치집단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교역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항로상에 있는 여러 집단이 ‘교환의 

연쇄’22)를 형성하며 교역로의 성격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교역항을 

가진 집단들과 교역항 배후에 있는 집단들 사이에도 교환이 일어나 내륙

으로 향하면서 복잡하게 연결되는 틀이 만들어진다. 즉, 연안항로를 따라 

교역로가 만들어지고 그 교역로를 통해 정치집단이 성장하며 이들 사이

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교역 활동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을 것이다.

이러한 교역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다름 아닌 철

이었다. 

2)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왜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

과 같다. 또 (낙랑, 대방)두 군에도 공급하였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변한에서 생산된 철을 낙랑군, 대방군, 마한, 진한, 예, 왜가 수입해갔다

는 내용이다. 철이 돈처럼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규격을 가진 형태

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볼 수 있다. ‘모든 매매’에서 철이 사용되었다고 하

니 상당히 많은 양이 유통되었을 것이고, 변한의 철 생산과 수출이 대규

모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교역로 상에 늑도

가 위치하며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철기 제작이 이루어졌

다는 점에서 당시 늑도집단이 철기 교역에서 앞서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 이재현, 「금관가야의 성장과 대외교역-교역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
야의 해상세력』, 제11회 가야사학슬회의 (2005년 4월 22일), 72쪽.

22) 김창석,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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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문화의 유입은 한반도 북부지역의 잦은 분쟁으로 인한 남으

로의 망명과 이주가 큰 영향을 미쳤다.23) 기원전 300년 경 전국계 철기가 

유입되고 한사군 설치 이후 한강과 낙동강, 금강 유역 등 남부지방으로 2

차 파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였다.24) 기원 전 108

년 고조선이 무너지면서 右渠王을 따라 나온 고조선 유민들이 이천여 호

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반도 남부 철기문화의 유입이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와 철

기 문화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계기를 기원전 

194년 고조선 준왕의 남하와 유민의 이주로 설명하기도 한다.

새로운 물질문화의 출현은 여러 해석을 낳기 마련이다. 다른 지역의 문화

가 전파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직접적인 이주가 있었을 것인지는 고고

학적으로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특정 지역의 전통적 규범-재

지문화-에서 벗어난 물질자료”25)를 이주의 물질자료로 설정하려는 시도

가 있지만 자체적인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

기도 어렵고 유입의 경로를 확실히 단정 짓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문제

는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과 물질문화의 출현을 단선적으로 연결시켜 보

는 경우이다. 앞서 철기문화의 한반도 남부지역 유입에 대해 고조선 유민

들의 이주로 파악하였지만 문화의 전파를 자민족의 유입으로만 설명한

다면 무리한 자민족중심주의적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26) 

영남지방의 철기문화 또한 고조선의 멸망 이후 낙랑군이 설치되면서 고

23) 이건무, 「사천 늑도 유적에 대하여」, 『늑도와 하루노쓰지를 통해 본 동아
시아 교류의 양상』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 연계 학술심포지움 
(2016년 8월 27일), 11쪽.

24) 김양훈, 「삼한시대 변한권역 철기생산의 추이」, 『역사와 세계』, 44호
(2013), 180쪽.

25) 홍보식, 「신라·가야의 이주자료와 이주유형」, 『이주의 고고학』, 34회 한
국고고학전국대회 (2010년 11월 5-6일), 129쪽.

26) 이성주, 「청동기시대 동아시아 세계체제와 한반도의 문화변동」, 『한국상
고사학보』, 23호(199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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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유민들이 유입된 결과라는 견해27)도 있지만 이미 낙랑군 설치 이전

에 유입되었다는 연구28)도 상당히 많이 진전된 상태이다. 기록대로 대규

모의 이주가 있었다면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바닷길

을 따라 이루어진 교류의 흔적이 그 이전부터 나타나는 만큼 문화의 전파

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대체로 낙랑 

설치 이전에 서북한계 문화가 영남지방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최근 연구

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29) 고조선 유민 유입은 문화 전

파의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늑도에서는 용해유구와 단야유구가 발견되어 단야 작업을 통해 철기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鑄造보다 鍛造 기술을 이용한 

제철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단조 공정을 통해 철기를 제작하기 위해

서는 중간 소재 형태의 정선된 철소재가 공급되어야 한다. 단야 소재를 

생산하는 곳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원거리 교역을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

었을 것이며 장거리 교역을 통해 유통되는 교역품이라는 면에서 단야 유

적이 대체로 바다나 하천을 끼고 있는 것은 수운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중요한 지적이다.30)

Ⅲ. 이주와 교역을 통한 사물국의 형성

한반도 서해, 남해를 거쳐 가는 연안항로가 형성되면서 이 지역에 정치집

단들이 성장하게 된다. 변한 소국 가운데 浦上八國은 이 연안항로 상에서 

교역을 통해 성장한 집단들로 파악된다. 포상팔국은 3세기 경 김해 혹은 

함안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소국들을 이야기하며 전쟁에서 패한 이후 

27) 이남규, 「한반도 초기철기문화의 유입양상」, 『한국상보사학보』, 36호
(2002).

28) 송계현, 「영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수용과 전개」, 『영남지방의 초기철기
문화』, 제11회 영남고고학보 학술발표대회 (2002년 4월 13일).

29) 최호현, 류위남, 「한·중 철기 연구 현황」, 『2011 Asia Archaeology』, 국
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1년 10월 21일), 59쪽.

30) 김권일, 「제철유적 발굴조사법」,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4』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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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었거나 세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포상팔국의 위치 비정

은 <표 1>과 같다.31)

<표 1> 포상팔국에 대한 제 연구자들의 위치 비정32)

연구자

 국명
『삼국유사』 김정호 정약용 이병도 김정학 백승충 三品彰英 남재우

골  포 합  포 창  원 창  원 창  원 창  원 함  안 마산 창 원

칠  포 흥해(?) 칠  원 칠  원 칠  원 칠  원 칠원 칠 원

고사포 경  산 고  성 고  성 고  성 진  해 고성 고 성

고자국 고  성 고  성 고  성 고  성 고  성 고성 고 성

사물국 사  주 사  천  사  천 사  천 사  천 사천 사 천

보라국 나  주     
고성 

부근(?)

포상팔국은 함께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것으

로 보인다. 포상팔국 중 가장 선진적인 출발을 보인 사물국은 늑도를 중

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33) 늑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

했을까? 늑도유적이 축조된 것은 원형점토대토기 시기부터이며 중심시

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 시기로 보아 이 시기를 ‘늑도기’라고 부르기도 한

다. 한반도에서 점토대토기문화가 등장한 것은 주민이주의 결과로 보고 

있다.34)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러 늑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

고, 교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철기 제작으로 전성기를 맞는다. 늑도

에서는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철기 제작이 시작되어 그 배경에는 철기 

제작 기술자들의 이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즉, 

늑도유적의 축조에는 여러 지역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주활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단, 여기서 이주란 영구적으로 한 

지역으로 옮겨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여러 이유로 원래 살

31) 보라국의 경우 나주로 보기도 하지만 소수 의견이며 포상팔국은 서부 경남에
서 창원시 정도의 범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2) 남재우, 『안라국사』 (서울: 혜안, 2003), 113쪽.

33)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15쪽. 사물국 집단이 내륙으로 이동하기 
전, 늑도에 살던 이들을 늑도집단이라고 지칭하겠다.

34) 박순발, 「우리나라 초기철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
미술사론』, 3집(1993); 박진일, 「원형점토대토기문화연구-호서 및 호남지
방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12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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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곳을 떠나 장기간 체류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삼한과 

관련된 이주에 대한 기록은 적지 않다. 

3) 桓帝, 靈帝 말기에는 한과 예과 강성하여 군, 현에서 제대로 통

제하지 못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韓으로 도망하여 유입되었다. 『

後漢書』 東夷列傳 韓條

4) 燕·齊·趙나라 사람들이 난을 피하여 朝鮮 땅으로 들어오니, 수만

이나 되었다. 『三國志』 魏書東夷傳 濊條

5) 앞서 중국 사람들 중에 秦나라가 일으킨 난리로 고생하다 동쪽

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마한 동쪽에서 진한 사

람들과 섞여 살았다. 『三國史記』 第1券 新羅本紀 始祖赫居世居

西干條

6) 魏滿이 조선을 공격하자, 조선의 왕인 準은 궁중 사람들과 좌우

의 측근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 韓의 땅에 이르

러 나라를 열고 馬韓이라 하였다.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7) 魏略에, 처음 右渠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朝鮮相 歷谿卿이 간

하였지만, 右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쪽의 辰國으로 가니 이때

에  그를 따라 나온 백성이 이천여 호나 되었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8) 옛날 秦의 사역을 피하여 망명인들이 韓國에 왔다. 馬韓이 그 동

쪽 땅을 나누어 주었다.  『三國志』 魏書東夷傳 辰韓條

3)은 한군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탈했다는 기록이고, 6), 7)의 경우 

고조선의 유민들이 유입된 기사이지만 4), 5), 8)의 경우는 중국 본토의 

백성들이 이탈했다는 내용이다. 이주의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 여러 

시기에 여러 곳의 사람들이 이주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남은 것은 두드러지게 큰 사건일 확률이 높고, 부족한 사료를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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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주는 훨씬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기

술자 집단·상인 집단·뱃사람35) 등 외지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교역로 상

에 있는 지역일 경우 이주의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았을까 추

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늑도에 철기제작이 시작된 것도 철기집단의 이주에 의한 것

일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 첫째, 늑도집단의 성격이 재지집단과 다르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늑도유적의 중심시기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서부경

남 일대에 유적이 빈약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기에 

늑도집단이 번성한다는 것은 생계의 기반이 인근 지역과는 달랐다는 의

미이다. 늑도유적은 교역 중심지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사천 내륙의 대표

적인 청동기시대 후기 유적인 이금동유적과 방지리유적에서는 水稻作과 

깊이 관련되는 송국리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사천 내륙지역

에 유적 축적이 빈약한 이유로 청동기시대 말 기후 변화에 따른 대범람으

로 인한 농경지 유실을 드는 견해처럼, 이 지역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 위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사천 지역의 일부 유적이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이주를 통해 축조된 것

으로 보고 있어 필자의 의견을 뒷받침 해준다.36) 즉, 늑도집단은 재지집

단과 별개의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급 기술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술자 집단의 이동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히타이트 제국의 야금술이 오랜 시간 비밀로 유

지되다가 제국이 붕괴되면서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흩어지며 기술이 확

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급 기술의 유출을 막는 것은 기술자 집단에

게도, 더 나아가 국가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다.37) 서기 전 119년 漢에서는 

염철전매제를 실시하여 철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였다. 

35) Fernand Braudel,  강주헌 역, 『지중해의 기억』 (서울: 한길사, 2012), 213
쪽. 지중해에서는 뱃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에서 모집했다. 

36) 김재현, 「선사·고대 남강의 홍수 범람에 따른 사회변화」, 창원대학교 석사
논문(2014), 33-34쪽.

37) Mircea Eliade,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파주: 문학동네, 1999), 
91쪽. 금속세공사는 세계 도처에서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가족들에게만 
은밀하게 기술이 전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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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풍납토성에서 주조·단조 관련 유물만 출토된 것을 제철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철 소재를 운반해와 작업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8) 현대

에도 산업기술의 유출이 극히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처럼 고대 공인들

에게 기술이란 자신을 지키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기술의 이전은 자

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던 것이다.39)

세 번째로 수로왕 신화나 석탈해 신화를 통해서 제철기술자의 이동을 짐

작할 수 있다. 수로는 金이라는 성을 가진 것에서 보듯 선진철기문화를 보

유한 집단으로 해석되고, 석탈해는 자신이 冶匠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9) 官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

는가?” 하니 “나는 원래 冶匠이었는데, 잠시 이웃 마을에 나가 있

는 동안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으니, 땅을 파서 조사해봅시

다.” 라고 하였다. 땅을 파보니 과연 숫돌과 숯이 나왔으므로 그 집

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 (『三國遺事』 卷一 紀異2 第四脫解王 條) 

  

숫돌과 숯은 철기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것들이고, 본인이 야장이라고 이

야기하는 것을 통해 탈해가 철기문화를 보유한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다. 탈해는 결국 유리왕의 아들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다. 그가 가진 선

진철기문화는 기득권 세력으로 단숨에 오를 수 있는 정도로 대단한 것이

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수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며, 탈해는 바다

에서 나타난 존재이지만 둘 다 기존 세력이 아닌 외부에서 온 세력이며 

철기문화를 보유한 자들이었다. 두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외부세력이 철

기를 가지고 등장한다는 점에서 철기집단의 이동성이 드러난다. 고대 중

동에서 떠돌이 대장장이와 금속공예가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철기집단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이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밖에도 늑도유적의 제철유적이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해

38) 김양훈, 「한성백제기 제철수공업과 관리」, 『지역과 역사』, 27호(2010), 
178-179쪽.

39) 김도영,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전개와 限冶供鐵 정책」, 『한국고고학
보』, 94호(2015),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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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면서도 당시 앞선 기술을 보유했던 중국이나 한반도 북부지역과는 

상당히 원거리라는 점, 철기 제작에는 까다로운 공정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기술이 전파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자가 이동한 것

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늑도유적에 이주민의 유입이 있었음은 유물·유구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늑도유적에서는 남해안 재지문화와 다른 주거지 형태가 나타

나고, 한반도 여러 지역의 재지계 토기와 야요이식 토기· 낙랑계 토기, 한

경을 비롯한 동전, 동촉 등 한식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중국 남부지

역과 관련된 상감관옥, 일본 동부지역과 관련된 관형 토기, 남중국이나 沖

繩에서 채집되는 子安貝 등도 발견되었다. 

물론 외래계 유물의 출토를 곧 이주민의 존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

지만, 늑도유적에서 출토된 고인골과 유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주의 가

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동남아계·중국남부지역人에 가까운 고인골이 

출토되었고40), 風習的 拔齒의 흔적이 있는 인골을 통해서 일본 山陰∼西

北九州 일대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41) 특히 왜인들이 늑도에 상

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야요이人들이 늑도

로 이주하여 일종의 Japanese town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42) 

더 나아가 야요이人 집단이 같은 일원으로서 해상활동에 활용되었을 가

능성,43) 철기 생산지에 왜로부터 수입된 生口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44) 그 외에도 2개의 다른 계통이 시차를 두고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

고 중계무역을 담당한 상시 거주 주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파악한 견해도 

40) 서민석, 이규식, 「경산 임당동 및 사천 늑도 인골의 유전자 분석」, 『보존과
학연구』, 25권, 1호(2004), 68쪽. 

41) 김진정, 「늑도 유적매장 인골의 연구」, 『늑도유적을 통해 본 한·중·일 고대
문화 교류』, 3도성현 한·중·일 고대사 심포지움 (2001년 10월 16일-17일), 
270쪽.

42) 이창희, 「늑도교역론」, 『영남고고학』, 73호(2015), 18쪽.

43) 이건무, 「사천 늑도 유적에 대하여」, 19쪽.

44) 신경철, 「삼국시대의 한반도남부와 북부구주의 상호교류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韓國民族文化』, 16호(2000), 35∼68쪽.



19

변한 소국의 해양성과 이주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있다.45) 늑도유적은 “단순한 ‘도래’라고 하는 테두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복잡한 양상”46)을 보이는 것이다. 늑도는 당시 교역의 거점답게 여

러 지역에서 사람들과 문화가 유입되어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곳인 만큼 

이방인들이 머물면서 노동자, 브로커, 외교담당자 등이 장기체류하며 고

유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47)  

그렇다면 늑도유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을까? 그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다. 상공업전문 취락이라는 견해,48) 항해를 하는 사람들

이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제의를 행하고 항해물품을 공급·교환하는 곳으

로 파악한 견해,49) 중간 기착지 수준이 아니라 해상교역을 주도한 세력으

로 보아 사물국의 중심지로 보는 견해,50) 큰 세력에 속한 전진기지로 대

외물자 교역의 창구 역할을 했거나 주변 여러 도서와 함께 일대의 교역권

을 장악하던 곳이라는 견해51) 등이 있다. 

하지만 늑도유적의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 늑도에서 철기

를 제작한 흔적이 있고 상당량이 출토된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통해 면포 

생산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52) 복골이나 어로구도 늑도의 규모에 비해 

많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료를 입수하기 힘든 작은 섬에서 이런 물

품들을 많이 제작한 것은 교역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벼루로 추정되는 석제품과 削刀, 저울추 등은 해상교역망을 통한 상업적 

45) 김무중, 「낙랑에서 삼한으로」, 『이주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
대회 (2010년 11월 5-6일), 83쪽.

46) 김진정, 「늑도유적 매장인골의 연구」, 272쪽.

47) 이창희, 「늑도의 대외교섭」, 『늑도와 하루노쓰지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
의 양상』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 연계 학술심포지엄 (2016년 8월 
27일), 230쪽.

48) 최종규, 「늑도유적의 구조」, 『늑도패총 Ⅴ』 (진주: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49) 이재현, 「원삼국시대 남해안 해상교류시스템」, 『대구사학』, 91집(2008), 
14쪽.

50) 이동주, 「사천 늑도유적 C지구의 조사성과」, 『영남고고학 20년 발자취』, 
영남고고학회 창립2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04년 4월 2일-3일), 142쪽.

51) 이건무, 「사천 늑도 유적에 대하여」, 15쪽.

52) 국립진주박물관,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 (진주: 국립진주박물관, 
2016), 166쪽. 이창희, 「늑도의 대외교섭」,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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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활발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또한 이곳은 연안항해의 중

간에 머무르는 장소로서 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받는 곳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원거리 항해를 해야 하는 뱃사람들이 많

이 머무는 곳에서 바닷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상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늑도의 공간적 특징은 상공업전문취락, 중간 기착지, 제의 공

간 등의 요소가 독립적, 개별적으로 나타났다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구성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늑도라는 공간의 특징 속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결

정되었을 것이다. 늑도가 시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해왔고 상공업적인 

성격이 강하며 이주민이 존재했을 것53)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늑도유

적은 지정학적 위치상 상업적 거래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늑도유적의 

축조 기간 내내 이어졌을 것이고 늑도집단이 거래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

을 것이다. 또한 늑도유적의 중심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격은 철

기를 중심으로 한 교역품의 제작과 교역활동이었을 것이다. 즉 늑도는 교

역을 위한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교역을 통해 입수한 물품을 내륙의 집단

들과 거래하며 생필품과 원재료를 입수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상공업 활

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늑도집단은 교역활동의 공간인 바닷길을 통해 특히 포상팔국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늑도집단이 구성한 네

트워크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것이 늑도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

펴보자.

Ⅳ. 사물국의 다중 네트워크와 해양성

연안항로가 구축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의 정치집단들 사이에는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었다. 서해와 남해의 정치집단들은 지중해 연안의 해양폴

리스와 유사한 일종의 “나루국가”라고 할 수 있다.54) “외부세력과의 접

촉이 용이한 개방상태”55)로 정보를 습득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성

53) 같은 논문, 230쪽.

54) 윤명철,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서울: 사계절,2000), 173쪽.

55) 윤재운,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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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특히 多島海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개발되는데, 일상생활, 어

로활동을 통해 구축되어있던 원래의 네트워크 위에 연안항로가 형성되며 

교역활동을 위한 네트워크가 중첩되는 형태를 그리게 된다. 이들 사이에 

연쇄적인 교역활동이 일어나고 대단위의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어 다도

해는 역동적 생산 및 교역활동의 중심지가 된다.56) 

늑도 또한 주변의 섬이나 항구와 연결되는 근거리 네트워크가 필수적이

었다. 늑도가 그 곳에 머무는 인구수에 비해 매우 작은 섬이었기 때문이

다.57) 늑도는 식수가 풍부하기는 했지만 가경지가 극히 적어 곡물의 충

당이 어려웠음은 물론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힘든 곳이었

다. 특히 목탄의 경우 이동거리가 멀면 탄소 입자의 균열이 발생하여 품

질에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인근 취락에서 확보해야 했고 곡물,58) 복골

용 사슴 뼈와 같은 것들은 근거리에 있는 취락들에서 입수하는 것이 안

정적이다.59)

그렇다면 늑도에서 필요한 물자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입수하여 늑도집단과 접촉한 집단들이 있었을 것이

다. 사천 내륙60)의 방지리61) 점토대토기집단이 재지집단과의 네트워크 속

에서 물품을 입수하여 늑도집단에 공급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가 있

56) 이경엽, 「다도해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도서문화』, 
39호(2012), 154쪽.

57) 늑도유적에는 주거지의 밀도가 높고 매우 중첩된 형태로 나타난다. 

58) 이현혜, 「철기보급과 청치세력의 성장」, 『가야제국의 철』 (서울: 신서원, 
1995), 14쪽. 『삼국지』 동이전 왜인조의 ‘배를 타고 남북으로 市糴했다’는 
구절을 통해 왜가 곡물을 교역품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대마도·壹
崎島 주민들이 변진한의 철을 사들여 일본 열도의 쌀과 다시 교역을 함으로써 
중간교역의 이익을 남기며 부족한 곡물을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9)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14~15쪽.

60) ‘내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천만 동부
지역은 서·남쪽이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고 山地라고 할 수 있는 와룡산 정상
에서 해안까지 가장 먼 거리도 8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천만 동부지역 
전체가 사실상 해항도시이다. 여기서는 늑도집단과의 구분을 위해 ‘내륙’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61) 방지리유적에서는 고대 중요한 교역품이었던 소금을 생산한 흔적이 있다. 또
한 늑도식의 고래 시설, 야요이식 토기 등이 나타나 늑도집단과 활발한 교류
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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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2) 이금동유적, 방지리유적에서 늑도와 교류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이

들이 늑도집단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통해서 늑도집단이 내

륙 집단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시켜 나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물국을 사천 지역으로 비정하는 문헌적 근거가 분명하

므로 포상팔국 전쟁 시기에 늑도집단이 사천 내륙의 집단과 연합했거나, 

아니면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거나 중심지를 이동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한편, 사물국의 중심지가 사천 내륙에 있었고 늑도는 해상거점

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상무역에서 소

외되면서 해상거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섬을 버린 것이라

고 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늑도유적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사물국

이 늑도에서 시작되었다가 내륙으로 이동한 정치집단으로 보고 있다.63)

앞서 늑도집단을 사물국으로 비정하였지만, 늑도집단이 ‘國’의 단계에 이

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늑도의 규모 면에서도 그러하고, 늑도유적

의 분묘나 부장품에서 계급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동검

이 출토된 주거지나 무덤에서도 마찬가지이다.64) 포상팔국 전쟁과 비슷

한 시기에 서술된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 말하는 변한 12國에도 포

함되지 않으므로 당시 사물국은 小國 보다도 작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

되며, 포상팔국 가운데 고자국 정도만 변한 12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팔국을 國으로 표현한 것은 신라 중심의 역사 서술 때문이 아니었을

까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65) “신라가 주변의 정치집단들을 복속하는 과정

에서 군에 속하는 현으로 대치된 세력들이 이 같은 소국에 해당하리라 추

측된다”66)는 견해를 참고하면 신라에 복속되는 6세기 경 사물국은 『三

62) 고은별, 「경남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생계경제 연구」, 『한국고고학
보』, 82호(2012), 77쪽.

63)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 안에서 늑도유적이 갖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추
정하는 것이고, 주지하다시피 사료와 발굴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
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해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64) 이재현, 「원삼국시대 남해안 해상교류시스템」, 4쪽.

65) 사물국이 신라에 복속되기 전인 訥祗⿇⽴⼲ 25년에 史勿縣에서 꼬리가 긴 흰 
꿩(長尾白雉)을 바쳤다는 『三國史記』의 기록도 신라 중심의 과장된 서술이
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66) 남재우, 「칠포국의 형성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61호(2008), 
7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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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志』에 나타나는 진·변한의 소국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67)

포상팔국 기사에서 다른 소국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는 늑도집단이 일종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늑도집단 단독으로 전쟁에 참여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다면 

사천 내륙의 재지 집단과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했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에 늑도집단과 접촉했던 방지리유적은 기원전후, 이금동유

적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3세기 경에 늑도집

단과 관련 맺었을 가능성은 낮다. 방지리유적과 인접하고 늑도유적과 시

기도 상당히 겹치는 월성리 유적에서는 다뉴세문경이 발견되어 정치집단

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출토 유물이 매우 빈약하여 늑도유적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사천만 동부지역은 지석묘 집

단이 상당수 분포했던 것으로 보이고 삼한시기 농경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해안의 네트워크를 통해 늑도집단과 접촉한 집단들이 다수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상팔국은 유기적·다중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무

엇보다 이 네트워크는 바다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양

민의 삶은 육지에서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 기본적으로 육지의 삶이 농

경에 기반한 ‘정주성’을 보인다면, 해양의 삶은 “이동성과 유동성”68)을 특

징으로 한다. 바다는 변화무쌍하며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언제나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같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술과 경험이 공유되고 소규모로 

비조직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69) 말하자면 바다는 단독으로 소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바다는 함께 이용하는 곳이어야 하며 그러

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중요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적 이

동을 통해 모두가 이용하면서 또한 각각이 중심이 되는 다원성을 지향”70)

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즉,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집단들 사이에는 생

업을 위한 기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원거리 교역로로서의 기

67)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16쪽.

68) 안미정,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해양세계의 문화적 의의와 특성」, 『해항도
시교섭학』, 3호(2010), 185쪽.

69) 윤명철, 「해양사관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 종언」, 『한국사연구』, 
123호(2003), 178-179쪽.

70) 안미정,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해양세계의 문화적 의의와 특성」,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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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추가되면서 네트워크가 더욱 촘촘하게 형성되고 연대감이 더욱 강

하게 형성되었을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정도로 활발한 교류를 했음에도 이들

은 왜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일까? 특히 이들은 일찍부터 철기를 

교역하였고, 주지하다시피 철기문화는 고대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의 국가단위로 통합되지 못했

다. 여러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바다를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해양적 성격 자체가 도리어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리

라 본다.  

먼저, 고대 원거리 교역에서 교역항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

다는 주장을 통해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고대에 중립적인 교역장이 

방문자들을 안심시켜 적극적인 교역활동을 이끌어내며,71) 같은 이유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곳에 교역장이 발달했다는 것이다.72) “정치적 중

립, 공급 보증, 이방인들의 재산 및 생명 보호는 교역이 시작되기 전에 보

장”73)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당시의 원거리 교역은 항해 자

체가 가진 위험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은 그 교역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역로 전체, 그리고 교역항들

과 연결된 네트워크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거리 무역

은 지역 간의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발달하고,74) 무역에는 다른 민족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이다.75)

그래서 사물국을 비롯한 포상팔국은 이런 공존과 협력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한껏 활용했다. 이는 고대 집권국가가 대외교섭과 교역

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대

비된다. 영토의식의 부여를 통한 소국 간의 통합과정에는 분쟁이 필연적

71) Karl Polanyi, 이종욱 역,『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서울: 민음
사, 1994), 84쪽.

72) 같은 책, 162쪽.

73) 같은 책, 85쪽.

74) Fernand Braudel, 『지중해의 기억』, 190쪽.

75) 같은 책,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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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그보다는 네트워크의 지탱, 곧 중립성 유지는 자신의 집단에 더

욱 이득이 된다는 인식이 공고하였을 것이다. 교역망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18세기 후반 아로族이 친족 간의 교역망을 고수하는 것76)이나 동

남아시아 바자우(Bajau)族이 혈맹으로 맺어진 특정한 무역망을 고수하

는 것도 유사한 예로 볼 수 있다.77) 이처럼 중립성 유지는 네트워크를 확

고히 하는 데 기여한 동시에, 한편으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 

두 번째로 가야의 각국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원인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형조건으로 인한 각 국 사이의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견해를 고려

할 수 있다.78) 영남지역에 분포한 다수의 독립분지에 정치집단들이 자리

를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상 유지가 가능했고, 지형적 특성이 정치집

단의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79) 마찬가지로 포상팔국 역

시 입지조건과 성장 과정이 유사하고 ‘기술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큰 차

이 없이 성장한 점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영역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가야가 교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때문에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80) 다만, 철기를 농업이나 영토 확장에 이용하지 않고 교역품으로 인

식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포상팔국의 경우, 그 바탕에 해양민의 특성인 

영역에 대한 인식 결여가 전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농경사회에서

는 영역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바다에서 영역은 상대

적으로 훨씬 더 불분명하며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섬들은 영역으

로써 서로를 표현하기 보다는 해역의 다른 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

76) 안미정,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해양세계의 문화적 의의와 특성」, 208쪽.

77) Philip D. Curtin, 김병순 역, 『경제인류학으로 본 세계 무역의 역사』 (서울: 
모티브북, 2007), 94쪽. 

78) 남재우, 『가야, 그리고 사람들』(서울: 선인, 2011), 75쪽.

79) 이성주, 「신라·가야사회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8)

80) 남재우, 『가야, 그리고 사람들』,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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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스스로를 유지했다.”81) 따라서 내륙은 농경지를 차지하기 위한 영토

분쟁이 빈번한 반면, 해양은 바다를 공유하는 것이 유리했기에 영토 확장

을 위한 노력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물국을 비롯한 포상팔국은 중립성 유지 전략과 포상팔국 

간의 힘의 균형, 영역에 대한 미약한 인식 등으로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해양민으로서의 생존 전략과 

사고방식, 그들이 자리 잡은 지리적 특성 같은 해양성이 근본적으로 작용

했음을 알 수 있다.

Ⅴ. 전쟁과 사물국의 중심지 이동

포상팔국은 전쟁으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포상팔국전쟁 기

사는 빈약한 가야사 관련 기록 가운데에서 드물게 『三國史記』와 『三

國遺事』에 동시에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는 점 때문에 중요

하게 다루어졌다.82) 전쟁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3세기 초

반설에서는 포상팔국 전쟁과 관련하여 구야국이 쇠퇴한 것으로 파악한

81) 홍석준,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해양문화의 특징과 의미」, 『해양문화학』, 
1호(2005), 51쪽.

82) 포상팔국 전쟁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14년(209) 가을 7월에 浦上八國이 모의하여 加羅를 침입하므로 加羅王子가 

와서 구원을 청하니 왕이 太子 于老와 伊伐湌 利音으로 하여금 六部兵을 이끌
고 가서 구원케 하였다. 八國將軍을 쳐서 죽이고 사로잡혀갔던 6천 인을 빼앗
아 가지고 돌아왔다. 17년(212) 봄 3월에 加耶가 王子를 보내어 인질로 삼았
다. (『三國史記』 卷第2,新羅本紀 第2 奈解尼師今條)

    당시 八浦上國이 동모하여 阿羅國을 침입하므로 阿羅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니 尼師今이 王孫 㮈音을 시켜 가까운 郡과 六部軍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
케 하니 드디어 팔국병이 패하였다. …(중략)… 그 뒤 3년에 骨浦, 柒浦, 古史
浦 등 세 나라 사람들이 竭火城에 와서 침공하므로 王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
가 구원하니 삼국의 군대가 대패하였다.(『三國史記』 卷第48, 列傳 第8 勿
稽子傳)

     제10대 奈解王 卽位 17년(212) 壬辰에 保羅國·古自國〔지금의 固城〕·史勿
國〔지금의 泗州〕 등의 八國이 힘을 합하여 변경을 침략하므로 王이 太子 㮈
音과 將軍 一伐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니 팔국이 모두 
항복하였다. …(중략)… 20년 乙未에 骨浦國〔지금의 合浦〕등 三國王이 각
기 군사를 이끌고 竭火城〔屈弗인 듯하니 지금의 蔚州〕를 공격하니 왕이 친
히 군사를 이끌고 이를 막으니 삼국이 모두 패하였다.(『三國遺事』 卷第5, 
避隱 第8 勿稽子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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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상팔국 전쟁이 삼한소국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규모로 보아 

전쟁 시기를 3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삼국시대로 이행하는 시

기였던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전쟁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낙

랑군의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4세기 전반에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전쟁의 대상에 대한 기록이 달라서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구야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해상교역

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라가 대상이 된다면 포상

팔국이 농업생산력 향상을 목적으로 내륙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었다고 파악한다.83)

포상팔국이 교역항의 성격으로 대표된다면 전쟁의 원인을 교역체계에서 

찾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단연 변한의 가장 중요한 대외교역품이었던 철

이 전쟁 발발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세기 중·후엽에 낙

랑은 동남해안지역과 교역을 강화하면서 호남과 서부경남지역과는 교역 

빈도를 줄여나간다.84) 2세기 중후반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철 부족 현상

으로 김해지역이 3세기 이후 철 교역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인다. 

2세기 중후엽 이후 桓靈之末의 혼란기가 계속되고, 2세기 후반 ‘황건적

의 난’이 발생하면서 철 수요가 급증하고 왜에서는 倭國大亂이 있었다. 2

세기 후반부터 왜의 한반도 대외교류지가 古김해만으로 축소되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며85) 김해지역과 왜와의 독점적인 교역은 3세기 대 

이후로도 이어진다.86) 김해 지역과 왜·한군현과의 독자적 교류가 2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심화되면서 늑도를 비롯한 경남 중서부 해안지역이 교

역에서 점차 소외되어 갔다.87) 이것은 과연 그들만의 위기였을까? 연안

83) 백승충, 「1~3세기 가야세력의 성립과 추이」, 『부대사학』, 13호(1989); 
천관우, 『가야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1); 백승옥, 「고성 고자국의 형
성과 변천」, 『한국고대사연구』, 11호(1997); 남재우, 『안라국사』, 97-
111쪽; 김태식, 『가야연맹사』 (서울: 일조각, 1993), 81-83쪽.

84) 이창희, 「삼한시대 남해안의 일상토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90쪽.

85) 홍보식, 「외래계 유물로 본 금관가야의 국제교류와 사회구조」, 161쪽.

86) 이영식, 「가야의 철과 왜」, 『가야제국의 철』 (서울: 신서원, 1995), 50-51쪽.

87)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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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를 통해 유입된 한 대 화폐가 내륙에서 발견되는 것88)은 내륙과의 네

트워크 속에서 2차적으로 거래가 일어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늑도

와 같은 국제 교역장에서 입수된 물품은 인근 집단들과의 거래 속에서 교

역품의 성격을 가지고 유통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교역로의 기능이 상

실된다는 것은 해상교역로 상에 있는 집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다. 사천 내륙집단들이 늑도집단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면 그 이유는 네

트워크 유지라는 측면과 함께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삼한사회 후기에는 정치체의 통합이 활발해지면서 한반도 내에서도 철기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89) 동시에 철기제작기술이 보급되면서 철의 생

산과 유통에 변화가 생긴다.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철기보급 추이를 분석

하면 3세기 중반 이후 鍛冶 遺構가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하는데 이는 鍛

冶 素材가 원활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적으로 철기를 생산

하고 수출한 늑도집단이 단야 소재와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경쟁력을 상

실해갔다는 말이기도 하다. 

3세기 후반∼4세기는 변한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고식도

질토기, 부곽을 가진 대형목곽묘가 등장하고 토기에서 지역성이 나타난

다. 또한 사로국이 인근의 정치집단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낙동강 이

서지역에서도 정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자
90) 변한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야로 진출하는 때였다.91) 낙랑이 쇠

퇴하면서 지역 간의 독자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져 영남지역의 성장이 가

능해진 무렵이기도 했다.92) 성장하고 있던 가야의 소국들에게 교역권의 

상실 및 상대적 약세는 “포상팔국의 자체통합과 함께 보다 강력한 사회

88) 박선미, 「한반도 출토 한 대 화폐와 그 의미」, 『선사와 고대』, 28호
(2008), 263쪽. 

89) 허재혁, 「포상팔국전쟁의 원인과 성격-김해지역정치세력의 성쇠와 교역」, 
『가야의 해상세력』, 제11회 가야사국제학술대회 (2005년 4월 25일), 94쪽.

90) 남재우, 『안라국사』, 100-101쪽.

91) 노중국, 「가야사회의 성립과 전개」, 『가야문화유적 조사 및 정비계획』 
    (고령: 가야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998), 22쪽.

92) 이성주,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 5집(1993),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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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발전이 좌절된 사건”93)이었다.

요컨데, 3세기 이후 교역루트가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교역에

서 소외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김해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특히 한반도 남부에서 단야소재가 널리 생산·유통됨으로써 철기의 유

통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해가던 늑도집단의 경우에는 더 큰 위기로 다가

왔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포상팔국의 패배로 끝이 났고, 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컸던 듯 칠포국, 골포국, 보라국은 이후 기록에서 사라지고 사물국

과 고자국은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기록에 등장한다.94) 

<그림 2> 사천 지역의 삼국시대 중요유적 분포도95)

93) 백승옥, 『가야각국사연구』 (서울: 혜안, 2003), 216쪽.

94)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7-28쪽.

95) 같은 논문, 32쪽에서 재인용.

범례

1 송지리유적

2 예수리고분군

3 월성리고분군

4 월성리유적

5 선진리고분군

6 성황당산성

7 방지리고분군

8 향촌동 유적

9 사등동고분군

10 우천리고분군

11 두량리고분군

12 두량리 
관율주거지

13 이금동유적

14 수청리 
토기산포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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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팔국전쟁에서 패배한 뒤, 늑도집단은 사천 내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96) 고대에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예전에 썼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97) 늑도집단이 이동했던 사천 내륙지

역이 사물국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98) 5세기 중반과 6세기 기록에 ‘

사물’이라는 지명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쟁 이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직후 사물국의 모

습을 유적을 통해 확인하는 데엔 어려움이 따른다. 전쟁으로 인한 내부혼

란기였던 4·5세기 사천과 고성 지역에는 유적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5·6세기 이후의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선진리

고분,99) 예수리고분군,100) 월성리고분군,101) 송지리유적102) 등이 이에 해

당한다. <그림 3>을 참조하면 선진리 고분에서 사천읍성 사이에 삼국시

대 주요유적들이 다수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103)

96) 이동주, 「사천  늑도유적 C지구의 조사성과」, 142쪽. 이 연구는 교역 중심
지의 이동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였고, 늑도가 사물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
이 있으며 사물국이 이주하면서 지명이 따라간 것으로 보는 등 필자의 의견과 
매우 일치한다. 이밖에도 늑도유적에 쇠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
다. 늑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교역의 형태가 지역정치체(소국) 단위 직접 교
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견해, 김해세력의 부상으로 인하여 대외교역망
이 관리 통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 낙랑군의 설치로 교역의 중심이 이키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견해, 고성이나 창원 지역이 부상하였기 때문이라는 견
해, 고성세력의 등장으로 파악하는 견해, 결핵에 의한 전염병, 제의 방식의 변
화에서 찾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97) 백승옥, 『가야각국사연구』, 236쪽.

98)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28쪽.

99) 경남지역에서 가장 큰 兩袖式 橫穴式石室墓로 6세기 전반대에 축조된 고분일 
가능성이 높고, ‘몰무덤’,‘말무덤’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 수장층의 무덤이었
을 가능성이 높다.

100) 6세기 전후반대의 유적으로 석곽묘 6기와 옹관 1기가 조사되었고, 금귀고
리, 금동귀고리, 고배, 수평구연호, 컵형토기, 관옥, 곡옥 등의 유물이 출토되
었다. 

101) 5세기 중반 목곽묘와 삼국시대 수혈건물지가 확인된 월성리유적과 가깝다. 
삼국시대 말의 고분군이며 ‘몰무덤’이라고 불린다.

102) 정영호, 「사천 송지리 석적식고분군 발굴조사개요」, 『미술사학연구』, 9
호(1968), 445쪽;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송지리 옛 무덤떼』, (서
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9), 14-15쪽.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대의 무덤으로 보이는 13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화살촉, 장검, 단검 등 다
수의 무기와 관옥 목걸이와 세환이식 등의 장신구가 발견되었다. 1호 무덤은 
가장 컸고, 출토된 유물의 수와 종류도 가장 많았다.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의 무덤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103) 송지리유적과 선진리고분은 직선거리로 4㎞ 정도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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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읍성 약간 남쪽에 古邑里가 있는데, “명종 임진년(1172)에 비로소 

監務를 두었다. 본조에서 그대로 따랐다”104)는 기록을 보면 최소한 고려 

명종 때부터 치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명 고읍성이라 불리는 성황

산성105)에서 2리 정도 떨어진 곳에 고읍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성황’이라

는 이름이 성황당에서 유래하였고, 흙과 돌로 혼축한 테뫼식 성터가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이곳이 신앙의 중심지 및 방어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

다. 이런 사실들로 이 지역이 사물국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106)

이 지역이 중심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전

통적 입지 선정에는 ‘방어와 교역’이 가장 중요했다.107) 사천만은 경상 서

부 내륙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자 연안항로로 해양 교통에도 유리하

고 내륙으로 연결되기도 좋은 곳이다. 이 지역은 남해안의 복잡한 해안

선 사이의 灣으로 외부세력에게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 곳에 익

숙한 집단에게는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요지이다. 일종의 “海上豪族

勢力이 존재하기에 유리한 환경”108)인 것이다. 특히 선진리 성이 위치한 

곳은 사천만의 중간에서 바다 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고 지대가 높기 때

문에 조망이 탁월하여 방어에 매우 유리한 장소이다. 곧 바닷가 항구도시

에 비해 훨씬 더 위험이 적고 내륙과 바다 양자로 이어지는 교통망을 확

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江海都市’의 성격109)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110)

104) 『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 진주목 사천현.

105) 『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 진주목 사천현. 城隍堂石城은 현으로부터 남쪽 
2리에 있다. 높고 험하며, 둘레가 588보인데, 안에 샘이 한 군데, 못이 두 군
데가 있고, 軍倉이 있다. 

106)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35쪽.

107) 윤명철, 「당진의 고대해항도시적인 성격 검토와 항로」, 『동아시아고대
학』, 29호(2012), 273쪽.

108) 같은 논문, 284쪽.

109) 윤명철, 「고대도시의 해항적 성격에 대한 체계적 검토」, 『동국사학』, 
55집(2013), 9쪽. 전근대 사회에서 교통망으로서 강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생산과 유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정치적으
로는 분리된 내륙의 정치지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
는 데 유리하다. 

110)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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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도집단이 사천 내륙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교역루트를 확보하기 위

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 방향은 백제 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4세기 

경남서부지역과 전남동부지역이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보인다는 연구,111) 

거창·진주 등지의 남강 수계에 마한·백제계 문물이 등장한다는 연구112)

가 있어 교류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문 신묘년조가 

391년 사물을 건너 백제를 친 내용이라는 연구113)로 본다면 그때 이미 고

구려는 사천 지역이 백제로 연결되는 곳임을 인지했을 것이다. 남해 창

선도에 고구려가 部曲을 설치했다는 기록114)을 고구려 남정의 목적과 연

결시켜보면 “백제·가야·왜의 삼각동맹 해체 및 신라 지역에 대한 지배력 

행사의 강화”115)를 위해 사천만 입구를 택했다는 것은 〔사천 앞바다-섬

진강-하동-구례-전주-충청도〕로 이어지는 루트가 상당히 활용되고 있

었다는 뜻이 된다.116)

4세기 이후 남해안의 소국들은 교류를 지속하였고 영산강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과 교섭을 했고,117) 5세기 경 왜가 백제지역으로의 해상교역

로를 확보하기 위해 소가야와의 우호관계를 중시했다.118) 이들과의 관계

를 통해 소국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三國史記』에 

441년 史勿縣에서 신라에 ‘꼬리가 긴 흰 꿩(長尾白雉)’을 바쳤다는 기사

가 있다. 전성기 고구려를 등에 업고 신라가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에 

사물국이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 이 때에도 사물국이 개

별 정치집단으로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 ‘于勒 12曲’ 중 思

111) 이동희, 「전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의 기원과 변천」, 『백제문화』, 45호
(2011), 13쪽.

112) 홍보식, 「문물로 본 가야와 백제의 교섭과 교역」, 『호서고고학』, 18호
(2008), 128-129쪽.

113) 백승옥, 「광개토왕릉비문과 가야」, 107쪽.

114) 『高麗史』 晉州牧에 나오는 기록으로 창선도는 늑도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다만, 부곡을 설치했다는 점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힘들다.

115) 백승옥, 「고성 고자국의 형성과 변천」, 188쪽.

116)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36쪽.

117) 권주현, 「고자국의 역사적 전개와 그 문화」, 『가야각국사의 재구성』(부산: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306쪽.

118) 우재병, 「4∼5세기 왜에서 가야·백제로의 교역루트와 고대항로」, 『호서
고고학』, 67호(2002), 194-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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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이 사물국으로 해석되므로 6세기 전반∼중반대까지 사물국이 남아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562년 고성이 멸망한 것으로 보여 비슷한 시기 사물

국도 소멸된 것 같다.119) 『日本書紀』 에 따르면 이때까지도 10개의 소

국이 존재했다는 것이 된다. 

서남부해안의 소국들은 포상팔국 전쟁 이후 일시적으로 침체되었지만, 

여전히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백제·왜·가야와의 교류를 통

해 6세기 중엽 신라에 병합되기 전까지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

남았다. 사물국 또한 내륙과 바다로 연결되는 곳에 자리 잡아 소국으로나

마 자신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었다.120)

Ⅵ. 결론

이상으로 사물국의 형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이주와 해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앞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자 한다..고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항로가 구축됨에 따라 항로상에 

위치한 정치집단의 형성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변한 소국 가

운데 특히 포상팔국은 교역을 통해 성장하였고 그 중 늑도집단은 철기 제

작에서 앞서감으로써 교역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 늑도집단에

서 사물국이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과 어로활동을 위한 네

트워크가 형성되어있었고 연안항로를 통한 교역활동이 시작되면서 네트

워크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늑도집단 뿐 아니라 포상팔국

은 네트워크가 다중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에 함께 전쟁을 수행

할 수 있었다. 바다는 포상팔국에게 삶의 기반이었지만 그들이 근본적으

로 갖고 있던 해양성으로 인한 집단 간의 힘의 균형, 영토 개념의 미약함,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중립성 유지 전략으로 인해 집단의 통합이 늦어지

고 이는 고대국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119) 『日本書紀』 임나 멸망 기사에 기록된 久嗟가 고성으로 추정된다. 

120) 장혜금, 「사물국의 성립과 변천」,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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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도집단에는 이주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철기 제작이 기술자

들의 이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늑도가 갖는 다문화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물국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존속되는 것은 생활 전반

에 걸쳐 있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늑도집단은 포상팔

국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사천 내륙으로 중심지가 이동하고 6세기까지 

사물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늑도라는 작은 섬에서 여러 계통의 사

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집단이 오랜 세월을 거쳐 재지집단으로 토착화되

는 것이다.

바다는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일어난 영역 없는 역사는 영

역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보다 훨씬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현대

의 영역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려 들 때 자칫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이유

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가 처음인가?”121) 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문화가 어떻게 변주되고 재창조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상으로 변한 소국 가운데 포상팔국의 하나였던 사물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정리해보았다. 미흡한 부분은 필자의 능력 부족이라 생각하며 앞

으로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바다’를 화두로 삼아 연구를 계속 해나

갈 계획이니 앞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창원대학교, hyegom@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사물국(samulkuk), 늑도(neukdo), 무역 네트워크(Trade Networks), 

이주(migration), 해양성(Maritimity)

(투고일: 2017. 04. 30, 심사일: 2017. 05. 10, 게재확정일: 2017. 05. 20)

121) Fernand Braudel, 『지중해의 기억』,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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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변한 소국의 해양성과 이주: 

사물국의 무역 네트워크와 중심지 이동

장 혜 금

본 논문은 이주와 해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변한 소국의 형성과 변천을 살

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포상팔국 중 하나로서 교역과 철기

문화의 유입 면에서 선진적인 사물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

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항로의 구축은 정치집단의 형성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연안항로 상에 있던 포상팔국은 교역을 통해 성장

하였고, 사물국은 철기 제작이 일찍부터 시작된 늑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늑도에는 이주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고고학적 연

구 성과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철기 제작 또한 기술자들의 이주로 시작되

었으리라 생각된다. 해안의 소국들 사이에는 일상생활과 어로활동을 위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활발한 교역활동으로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포상팔국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해양성에서 비롯

된 소국 간의 힘의 균형, 미약한 영토 개념,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중립성 

유지 전략으로 인해 통합되지 못하였다. 사물국은 포상팔국 전쟁에서 패

배한 이후 사천 내륙으로 이동하고 6세기까지 존재한다. 사물국의 변천

사는 이주와 외래문화의 유입을 통해 소국이 성장하고 재지화되는 모습

을 보여주며 고대 소국들의 변천과정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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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ritimity and the Migration of Small Coun-

tries in Byeonhan: The Trade Networks and movement of 

the center of Samulguk 

Jang Hye-ge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small countries in Byeonhan from a vantage point of migration 

and maritime nature. For this, the study has focused on Samulguk, 

which was relatively advanced among the eight coastal countries 

(known as Posangpalkuk) located along the coastal route. The es-

tablishment of the coastal route centering on the ancient Korean 

Peninsula made a great impact on the formation and growth of polit-

ical groups. Those eight coastal countries Posangpalkuk apparently 

achieved growth through trades while Samulguk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from Neukdo where manufacturing ironware commenced 

from the early stag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re were migrants in 

Neukdo, which can be confirmed through archaeological researches 

and the manufacturing of ironware is also believed to have been 

initiated by these migrant technicians. A network designed to fa-

cilitate daily activities and fishing was established among the small 

coastal and was further reinforced by flourishing trade activities. 

However, the eight coastal countries fell short of being integrated 

due to balance of forces among them originating from the maritime 

nature, weak territorial concept, and the neutrality strategy to sus-

tain the network. Samulguk was relocated to Sacheon following the 

defeat in the Posangpalkuk War and existed until the 6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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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itional history of Samulguk demonstrates the growth and 

fall of the small countries through the migration and influx of for-

eign culture, and finds its meanings in that it shows an aspect of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ancient small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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