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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성과 

(1) 당초 연구 계획 개요 

현재의 일본고대사 연구에서,동아시아 혹은 동부유라시아를 시야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이미 상식화(常識化)하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시점을 가지고일본 고대 국가의 

특수성을 고찰하기 위해 『고대국가 지배이념의연구(古代国家支配理念 の 研究)』를 

집필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후출토문자자료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 한정되고 있을 

뿐이어서 동아시아적인 시점을 포함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한국과 중국의 7 세기 전후(前後) 유적과, 그곳으로부터출토된 문자자료에 

대해검토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라고 생각한다.특히 한국의 목간연구(木簡研究)에 

대해서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장족의 진전이 있었으므로, 현지에서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파견을 통해, 한국의 출토 문자자료에 대한 연구 현황, 또는 한국의 

목간을 실견(實見)하고, 상세한 검토를 함으로써 금후 한일 출토 문자자료 연구의 

기초를 닦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한국출토문자자료연구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송완범 교수가 파견 연구의 요청을 받아주었고, 정보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2) 실제 달성된 연구성과 

 한국의전국적인 목간출토지점과 출토 유물의 조사를 위해 전국을 조사하였다. 

경주(慶州)에서는안압지(雁鴨池)와 월성유적(月城遺跡)의 현지조사 및 그곳으로부터 

출토된 목간을 조사하였는데, 국립경주박물관 장용준(張龍俊) 학예연구관이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나주(羅州)의 복암리(伏岩里)유적을 답사하고, 목포(木浦)에서는 

신안침몰선(新安沈没船)에서 출토된 동복사(東福寺)관련 목간도 

조사하였다.부여(扶餘)에서는 관북리(官北里)유적의 현지 조사와 그곳으로부터 출토된 

목간 등을 조사하였다. 국립부여박물관의 구문경(具門慶) 학예연구사가 편의를 제공해 

주어, 복제품이지만 미륵사(弥勒寺)에서 최근 출토된 사리봉안기(舎利奉安記)의 조사도 

수행하였고, 구선생으로부터 최근의 연구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그것과는 별도로 

구선생으로부터는, 한국에서는 묵서토기(墨書土器)가 거의 출토되지 않고 각서(刻書)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중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서울에서도 고려대학교 

일본문화연구센터의 송완범 교수로부터 최근 한국출토목간의정보를 제공 받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이병호(李炳鎬)학예연구관으로부터도 복암리유적 목간에 관한 

한국에서의 최근논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3) 향후 연구 전망 

 이번 조사에 있어서,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 및그 출토유적의 대부분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몇몇의 유적과 목간은 실견할 수 없었다. 특히 함안(咸安)의 

성산산성(城山山城), 익산(益山)의 미륵사(弥勒寺)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던 것은 

유감이다. 금후 기회를 봐서 다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또한, 토기에 씌어진 문자에 

대해서는,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묵서(墨書)한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에서 왜 그러한 차이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을 통감하였다.앞에서 

기술한대로, 한국 목간연구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각서토기의 

연구는 과문한 탓으로 잘 알지 못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의 각서토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여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