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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들어 삼한시대의 정치 및 사회를 포함하여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특히 다호리 유적을 비롯하여 울산 하대유적, 대구 임당유적, 경주 사라리유적, 김해 

양동리유적 등 삼한시대의 대형고분군들이 발굴되고 다량의 유물들이 수습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가고 있다. 그에 따른 연구도 급증하여 묘제를 통하여 삼한사회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은 최근 고고학계의 연구경향에 부응하여 삼한사회의 계층구조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발굴조사되어 정식보고가 이루어진 유적을 대

상으로 병기소유의 유형을 설정하고, 그 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 복천동고분과 함안 

도항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삼한시대를 포함한 삼국시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계층구

조를 상정해보겠다. 그런 후 목관묘단계와 목곽묘단계로 나누어 분석적인 검토를 한 후, 

삼한시대 병기소유 양상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

Ⅱ. 병기소유의 유형분류 및 계층구조의 설정

  1. 유형의 분류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각종의 무기 중에서 병기로1) 파악되는 도검, 철모, 철촉

1) 무기와 병기의 개념차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武器는 어로 "weapon"의 뜻과 일치하여 "전쟁용 무기에 한하지 않고 공격, 방어에 쓸 수 있는 모든 도  

   구"로 정의된다. 따라서 농구인 철겸이나 공구인 도끼가 전쟁에 사용된다면 바로 무기가 될 수 있겠다. 

   그에 비해 兵器는 어로는 "arms"의 뜻과 일치하여 "칼, 총과 같이 전쟁에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  

   의된다. 따라서 철겸이나 공구용 도끼, 죽창, 몽둥이 등은 병기가 될 수 없다. 결국 병기보다는 무기가 포괄적인  

3



을 기본자료로 삼고, 갑주와 마구를 방증자료로 삼아 병기소유의 유형을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32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앞으로 논의를 위하여 마구와 갑주의 경우 앞 자를 따서, 마구의 경우에는 "馬"로 

하고, 갑주의 경우에는 "甲"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 도나 검이 출토되면서 마구가 공반

되는 경우에는 "馬刀形"이라 하고, 철모와 철촉이 출토되면서 갑주와 마구가 공반되는 

경우에는 "甲馬鉾鏃形"이라 지칭코자 한다. 그리고 병기를 전혀 부장되지 않은 경우에

는 "無兵器形"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도(검)나 모, 혹은 촉만이 출토된 경우에는 

부르기 편하기 위하여 "唯刀形", "唯鉾形", "唯鏃形"이라 하겠다.

〈표 1〉병기소유의 유형분류

도모촉 도모 도촉 도 모 모촉 촉 무

갑주

+마구

갑마도모

촉형
갑마도모형 갑마도촉형 갑마도형 갑마모형 갑마모촉형 갑마촉형 갑마형

갑주 갑도모촉형 갑도모형 갑도촉형 갑도형 갑모형 갑모촉형 갑촉형 갑형

마구 마도모촉형 마도모형 마도촉형 마도형 마모형 마모촉형 마촉형 마형

무 도모촉형 모도형 도촉형 유도형 유모형 모촉형 유촉형 무병기형

  이와 같은 실험적 유형 분류를 일단 동래 복천동 고분군과 함안 도항리 고분군의 목

곽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 분석대상고분은 동래 복천동 고분군의 44기와 함안 도항

리의 19기이다.2)(별표 1 및 별표 2 참조)

  이 에서 유형 분류의 대상유적으로 동래 복천동 고분군과 함안 도항리 고분군을 삼

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 고분군이 모두 4세기대로 편년되는 유적으로 삼국의 정치발전과정상 소국연

맹단계에서 고대국가단계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단계의 유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래 

복천동 유적의 경우 수차례의 정식발굴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발굴보고와 유구 및 유

물에 대한 현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되었으며, 대형고분과 중소형 고분군이 집해 

있어 계층성을 파악하기에 분석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함안 도항리 고

분군은 유구의 입지에 있어서 모두 구릉사면형(丘陵斜面型)으로 대형고분이 드물고 

중․소형의 무덤이 중심을 이루어 있어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위

에 있는 집단의 무덤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개념이라 하겠다.

2) 이 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유구에 대한 보고는 다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 다. 

   宋桂鉉․洪潽植․李海蓮 「東萊 福泉洞古墳群 第5次 發掘調査 槪報)」『博物館硏究論集』3, 釜山廣域市立博物   

   館, 1995.

   釜山大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Ⅲ』釜山大學校博物館 硏究叢書 第19輯, 1996.

   鄭澄元․安在皓 「東萊 福泉洞38號墳과 副葬遺物」『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考古學 編, 1987.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咸安 道項里古墳群Ⅰ』學術調査報告 第4輯,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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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유형분류에 대한 빈도분석

                                                                  (분석대상 : 63기)

도모촉 도모 도촉 도 모 모촉 촉 무

갑주

+마구

갑마도모

촉형(2/3%)
갑마도모형 갑마도촉형 갑마도형 갑마모형

갑마모촉형

(1/1.5%)
갑마촉형 갑마형

갑주
갑도모촉형

(3/4.6%)
갑도모형 갑도촉형 갑도형 갑모형

갑모촉형

(1/1.5%)
갑촉형 갑형

마구 마도모촉형
마도모형

(1/1.5%)

마도촉형

(1/1.5%)
마도형 마모형

마모촉형

(1/1.5%)

마촉형

(1/1.5%)
마형

무
도모촉형

(2/3%)

모도형

(1/1.5%)

도촉형

(1/1.5%)
유도형

유모형

(2/3%)

모촉형

(5/8%)

유촉형

(5/8%)

무병기형

(36/57%)

                                                                    (古墳數/百分率)

  이들 병기 중에서 병기가 전혀 부장되지 않고 갑주와 마구를 부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 또 철촉만을 부장한 무덤에 갑주와 마구를 부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따

라서 갑마촉형, 갑촉형, 마촉형, 갑마형, 갑형, 마형은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유형이라 

할수 있다.

  한편, 발굴보고된 유적은 거의 90% 이상이 도굴을 당한 무덤이므로 이 에서 설정한 

유형들이 실제와는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제유물은 토기

와 장신구에 비하여 도굴을 당하여도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매납 

당시의 병기류가 발굴 당시에도 유존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2.계층 구조의 설정

  이상에서 분류한 병기소유의 32개 유형을 중심으로 삼국시대 병기소유의 계층구조를 

나누어 보면 대략 7개의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들 7개 계층이 삼한시대를 포

함한 삼국의 전시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세기대를 중심으로 설정한 위와 

같은 계층구조는 그 전후시기의 병기소유의 계층성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된다.

  우선, 가장 확실하게 구별되는 계층은 분석단위에서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고분으

로 마구와 갑주는 물론이고 도, 모, 촉이 전혀 부장되지 않는 무병기형(無兵器形)이다. 

따라서 병기소유의 계층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병기부장을 하지 않은 계층을 하나

의 계층으로 삼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철촉만을 부장한 고분이 전체의 8%를 차지한다. 

이는 병기를 부장하는 무덤이 전체 분석단위에서 43%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하나의 

계층으로 잡을 수 있다. 삼국시대 고분군에서 중소형 고분에서 철촉만이 부장된 무덤이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점3)으로 미루어 하나의 계층으로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된다. 다음으로 철모․촉 혹은 모(鉾)만이 부장되었지만 도검(刀劍)이 출토되지 않은 

무덤이 11%를 차지하는 점으로 미루어 유모형(唯鉾形)과 촉형(鏃形)이 부장된 고분들

3) 신라 및 가야지역의 중․소형 고분에서 병기가 부장된 고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 경우, 철촉만을 부장하고 

있는 고분이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 실례로 咸安 盼沙里 古墳群에서는 병기부장 13기 고분에서 12기가 唯鏃形으로 92%가 철촉만을 부장하고 있

다. 의령 예둔리 고분군에서도 병기부장 14기 고분에서 8기가 唯鏃形으로 57%가 철촉만을 부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馬山 縣洞 古墳群, 김해 칠산동 고분군 등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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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의 계층으로 삼을 수 있겠다. 여기서 철모의 부장여부를 계층설정의 근거로 삼

은 이유는 고대에서 보병이나 기병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병기가 철모인 점에 있

다. 또한 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경우, 철모는 여성(女性) 및 소아(小兒) 이하의 고분에

는 부장되지 않고 장년(壯年)이상의 남성(男性)에만 부장되어 성인남성전용(成人男性專

用)의 부장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4)

  다음으로 도검(刀劍)이 부장된 고분들을 하나의 계층으로 삼을 수 있겠는데, 유도형

(唯刀形)은 극히 드물고 도검(刀劍)과 함께 철모나 철촉을 함께 부장한 고분이 이 계층

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듯 도검의 부장여부로 하나의 계층을 설정하는 이유는 일반

적으로 도검이 전투에서 병기로서의 실제적인 기능과 함께 신분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표 3〉병기소유의 계층성

갑마도모촉형(갑마도모형, 갑마도촉형, 갑마도형) 계층 1

갑마도모형 (갑모촉형, 갑마촉형, 갑마형)

갑도모촉형 (갑도모형, 갑도촉형, 갑도형, 갑모형, 갑모촉형, 갑촉형)
계층 2

마도모촉형 (마도모형, 갑도촉형, 갑도형, 갑모형, 갑모촉형, 갑촉형) 계층 3

도모촉형 도 모 형 도 촉 형 유 도 형 계층 4

   유 모 형    모 촉 형 계층 5

   유 촉 형 계층 6

   무병기형 계층 7

  이상과 같은 4가지 계층과 함께 마구(馬具)나 갑주(甲冑)의 공반(共伴)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계층을 설정할 수 있는데, 먼저 도모촉(刀□□)과 함께 마구(馬具)와 갑주(甲

冑)가 공반․출토되는 갑마모촉형을 하나의 계층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 계층에는 도

를 부장하는 갑마도모형, 갑마도촉형, 갑마도형을 포함시켰다. 이 계층은 특정계급만이 

부장할 수 있는 철제갑주와 마구를 비롯하여 신분상징적인 도검을 모두 부장하고 있으

므로 최상위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제1계층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갑주만을 부장하 느냐 마구만을 부장하 냐에 따라서 제2계층과 제3계층

으로 구분하 다. 우선 마구만을 부장한 고분을 제3계층으로 설정하 다. 후술하겠지만 

삼국시대에 속하는 611곳의 유구에서 갑주를 공반하지 않고 마구만이 출토된 유구는 전

체 96곳으로 전체 유구에서 16%를 차지한다. 그에 비하여 갑주만이 출토된 유구는 모

두 25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갑주를 마구부장고분과 갑주부장고분 간에 뚜렷한 신분차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구를 부장하면서 도, 모, 촉이 출토되는 

계층을 제3계층으로 삼고 마도모촉형, 마도모형, 마도촉형, 마도형, 마모형, 마모촉형, 

마촉형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1계층과 제3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유형들을 모

두 제2계층으로 하 다. 제2계층에는 갑마모형, 갑마도형, 갑모촉형, 갑마촉형, 갑마형, 

갑도모촉형, 갑도모형, 갑도촉형, 갑도형, 갑모형, 갑모촉형, 갑촉형 등을 포함시켰다.

4) 金宰佑 『3~4世紀代 加耶武器에 관한 一考察 -洛東江 下流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

文, 1994,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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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삼국시대 도(검), 모, 촉의 출토현황

유  구 도 검 모 촉

고 구 려  53  11   0   31 1417

백    제 171  60   8   91  920

신라가야 611 323  66 1117 5368

총    계 835 394  74 1239 7705

평    균 264 131  25  413 2568

비율(%)   4 0.7  12.8   80

  이상의 계층4에서 계층7까지의 계층서열은 병기를 부장하지 않는 무병기형이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사실로 미루어 가장 하위의 계층인 계층7로 삼았다.

  다음으로 계층4에서 계층6까지의 서열은 고분에서 도(검), 모, 촉이 출토되는 빈도에 

따라서 구분하 다. 앞의 표(表) 4는 1995년까지 정식보고 된 고구려, 백제, 신라 및 가

야의 611곳의 유구에서 확인된 유물 9412점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도(검), 모, 촉

의 출토비율에서 철촉이 80%로 가장 많고, 철모가 12.8%로 다음이며 도나 검을 부장한 

경우는 전체의 4.7%에 불과하 다.(표 4참조) 그러므로 유촉형을 부장한 고분을 병기부

장 고분 중에서 가장 하위에 두고, 그 위로 모를 부장하고 있는 고분과 도를 부장하고 

있는 고분을 두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한편, 계층1에서 계층3까지의 서열은 상기 611곳의 유구에서 갑주와 마구가 함께 출

토된 유구가 18곳으로 전체유구에서 0.3%에 불과하고, 그에 반해 마구만이 출토된 유구

는 전체 96곳으로 전체 유구에서 1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주만이 출토된 

유구는 모두 25곳으로 양 계층의 중간계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철제갑주를 

부장할 수 있는 계층은 최고신분계층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마구만을 부장하는 계

층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유형의 분류와 계층구조의 설정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가설적인 모델

에 불과하다.

  Ⅲ. 목관묘단계

  목관묘단계의 병기소유의 계층성에 대해서는 일단 정식발굴조사보고가 이루어진 창원

(昌原) 다호리유적(茶戶里遺蹟)5)과 경산(慶山) 임당유적(林堂遺蹟)6)을 중심으로 검토하

겠다. 다음의 표 5는 다호리와 임당유적에서 철제병기가 출토된 유구에 대하여 병기소

유의 계층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별표 3 및 별표 4참조) (그림 1∼3참조)

5) 李健茂 外「昌原 茶戶里 遺蹟發屈 進展報告(Ⅰ)」『考古學誌』第1輯,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89.

   李健茂 外「昌原 茶戶里 遺蹟發屈 進展報告(Ⅱ)」『考古學誌』第3輯,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1

   李健茂 外「昌原 茶戶里 遺蹟發屈 進展報告(Ⅲ)」『考古學誌』第5輯,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3.

   李健茂 外「昌原 茶戶里 遺蹟發屈 進展報告(Ⅳ)」『考古學誌』第7輯,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5. 

6)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山 林堂遺蹟(Ⅳ)-E地區古墳群-本文』學術調査報告 第5冊,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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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병기소유의 계층에 따른 구분

고      분      명

다호리고분군(분석대상 72기) 임당고분군(분석대상 78기)

계층 1

계층 2

48호, 69호, 70호(3)
A-Ⅰ-139, A-Ⅰ-96호, A-Ⅰ-140호, A-Ⅰ-145

호, D-E-118호(5)
계층 3

2호, 6호, 10호, 18호, 19호, 20호, 23호, 24호, 

26호, 30호, 32호, 36호, 37호, 38호, 40호, 49

호, 51호, 53호, 63호(19)

A-11호, A-12호, A-Ⅰ-35호, A-Ⅰ-41호, A-Ⅰ

-44호, A-Ⅰ-74호, A-Ⅰ-76호, A-Ⅰ-78호, A-

Ⅰ-85호, A-Ⅰ-88호, A-Ⅰ-90호, A-Ⅰ-121호, 

A-Ⅰ-135호, A-Ⅰ-137호, A-Ⅰ-4호, C-Ⅰ154

호(16)

계층 4

1호, 5호, 25호, 47호, 71, 72호(6) A-Ⅰ-114호(1) 계층 5

11호, 67호(2) 계층 6

기타 42기 기타 56기 계층 7

  위의 표를 통하여 일단 목관묘단계에서는 철제갑주를 부장하는 계층1과 계층2는 없었

다고 할 수 있겠다.7) 계층3은 모두 고분 8기에서 확인되어 병기부장고분에서 15%를 차

지한다. 위의 표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듯이, 계층4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계층7을 제외하고 병기부장 고분에서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이는 

검(劍)을 중심으로 하는 부장이 병기를 부장할 수 있는 계층에서 가장 일반적이 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철모와 촉을 부장하는 계층5는 고분 7기에서만 확인되어 

13%에 불과하고 철촉만을 부장하는 계층6은 고분 2기에서만 확인되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된다. 따라서 계층4를 비롯하여 계층5와 계층6은 실제적인 신분차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국, 병기구성에 따른 계층구분에서 병기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 사이에는 실제적인 

신분차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구를 부장할 수 있는 계층3과 마구를 

부장할 수 없는 계층4 사이에도 실제적인 신분차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단지 병기를 부

장할 수 있는 계층4, 계층5 및 계층6과 병기를 부장하지 않은 계층7 사이에는 신분차가 

있었다고 일단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면 위의 가정을 다호리유적을 중심으로 묘광의 

크기와 공반유물을 통하여 검토하겠다. 다호리유적에서 도굴이나 경작 등에 의한 유구

의 훼손이 심하지 않고 부장상태가 양호한 유적을 대상으로 위의 가정을 검증해 보겠

다. 다음〈표 6〉은 다호리에서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고분 19기를 대상으로 계층

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별표 5참조)

7) 다호리 2호분에서 흑칠찰갑이 확인되기는 하 지만 철제의 갑주가 아니므로 일단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당시에

도 방호무장은 물론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철제 갑주의 존재여부에 따라 계층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

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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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다호리고분군의 미도굴 고분에 계층적 분석

계 층 해당고분
묘광평균

평수

출토병기

(평균)
공반유물 비 고

계층 3 69호, 70호 0.9 평 11점 10.5점

계층 4
1호, 6호, 18호, 24호, 36호, 

37호
0.9 평 4.5점 12점

1호는 극히 

예외적

계층 5 72호 0.6 평 1점 1점

계층 6

계층 7
9호, 21호, 33호, 44호, 49호, 

50호, 54호, 57호, 65호, 68호
0.5 평 3.3점

  여기서 계층5를 비롯하여 계층7사이에는 명확한 신분차가 없었다고 일단 볼 수 있다. 

특히 계층5에 속하는 72호분은 철모 1점을 부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머니호 1점만을 

부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철검을 부장할 수 있는 신분과 철검을 부장할 수 없는 신

분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실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병기를 부장할 수 없는 계층7은 

9호분, 21호분, 50호분 등과 같이 유물을 전혀 부장하지 않았거나 한두 점 부장한 고분

도 있지만 44호분, 49호분, 54호분 등과 같이 평균 5점 전후의 유물을 부장하고 있다. 

이는 계층5와 계층6에 비하여 유물부장량에서 뒤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층5, 계층

6, 계층7 사이에는 뚜렷한 신분차가 없었다고 일단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계층3과 계층4를 비교 검토해 보겠다. 〈표 7〉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층3과 계층4의 묘광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대략 0.9평 정도로 비슷한 크기를 보

이고 있다. 부장유물의 수량에서도, 계층3이 평균 10점 정도로 오히려 계층4에 비하여 

적은 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계층3에서 평균 10점 정도로 오히려 

계층4에 비하여 적은 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계층3에서 마구류인 

철비와 함께 철촉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계층3에 속하는 69호분과 70호분이 계

층4에 속하는 1호, 6호, 18호, 24호, 36호 등에 비하여 후대에 조성된 고분일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즉 계층3과 계층4는 신분적인 차이가 아니라 시기적인 차이를 반 하는 

병기소유의 유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69호분과 70호분(계층3)

가 수장급 고분으로 보는 다호리 1호분(계층4)에 비하여 묘광의 크기와 부장유물의 수

량과 종류에서 열세에 있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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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구명 묘광크기
평균점

수
출토병기 공 반 유 물 비 고

다호리

유적

1호분

6호분

36호분

24호분

69호분

278×136

260×125

262×104

277×86

245×100

11.8

10.1

8.6

7.5

7.7

칠초동 검2 철검 2, 

철검편, 동모1, 철모4, 

철과, 칠궁과 궁시

동검1, 철검1, 철모4

철제검파부 철검1, 철

모1

동모1, 검파두식, 透彫

漆墅

검파부철검1, 철모2, 

철촉5, 鐵

칠조철제환두대도, 五忮錢, 小銅鐸, 星雲文

鏡, 목병부판상철부, 판상철부, 목병부方柱

狀철부, 木柄附鐵製 晷, 鐵製 晷, 주조철

부, 목병부철제따비2, 木柄附愒形鐵器, 漆

棒, 漆器圓形豆漆器方形豆, 漆器杯, 有蓋筒

形漆器, 圓筒形漆器低部, 漆器蓋1, 칠기편, 

木製鉽, 소쿠리테, 칠기붓, 칠기부채칠기

편, 칠봉편, 청동대구, 飾玉類, 노끈, 동아

줄鋸齒文 銅環

판상철부, 주조철부, 변형점토대토기, 形

蓋, 흑칠주머니호, 마제석부, 漆器鉢, 漆器

豆, 漆器筒形杯, 漆器蓋철부, 漆扇3, 조합

식우각형파수부, 장란형토기2, 주머니호, 

석제대패날

지석2점,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2, 장각고

배, 칠잔, 통형칠기, 단각고배, 원통칠합, 

칠편

대부주머니호, 우각형파수부호, 양이부장

동호, 부, 겸, 도자, 추, 환, 醪지석, 유리구

슬, 수정다면옥

임당

유적

A-Ⅰ-74

호

A-Ⅰ-76

호

A-Ⅰ-96

호

A-Ⅰ-14

0호

A-Ⅱ-4

호

197×70

223×75

230×78

230×98

210×70

4.3

5.2

5.6

7.1

4.6

검파부철검, 검파두식, 

철모, 철도, 검파부 철

검, 철모2

검파부철검, 철모, 철

비

검부속구, 철모, 철준, 

철비

세형동검, 철검, 철모

단조철부2, 철겸, 판상철부 16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단경호, 

단조철부2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철사, 단

조철부, 철겸, 판상철부3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2, 단조철부, 주조철

부4, 철착, 원형철기(교구)

환두도자, 단조철부2, 철착2, 철사2, 철겸, 

鐵製釣針

오수전

치아,

漆痕

이 형 동

기(동포)

인골

  이상과 같이 다호리유적을 통해 제시된 가정을 임당유적을 통하여 검증해 보겠다. 우

선 계층3에 속하는 A-Ⅰ-96호, A-Ⅰ-139호, A-Ⅰ-140호, A-Ⅰ-145호, D-E-118호를 

분석하여 보면, 묘광의 평균평수가 0.6평 정도이고 부장유물은 평균 14점 정도인데, 계

층4에 속하는 고분에서 평균 평수가 0.6을 넘는 고분이 9기나 되고 유물의 출토량이 14

점을 넘는 고분도 5기를 넘고 있다. 이런 평균수치에 따른 비교검토를 떠나서도 계층3

과 계층4의 묘광의 크기와 부장유물의 양과 질을 〈별표 4〉를 통하여 간략히 비교해 

봐도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계층5와 계층6은 두 계층을 합하여도 단 

1기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검을 빼고 모나 촉만을 부장하는 경우는 당시의 매장풍습에

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결국 임당유적에서도 검을 중심으로 병기

를 부장하는 계층과 병기를 부장할 수 없는 계층이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검을 부장하는 계층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청동제 칼집이나 손잡이 장신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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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계층과 목제의 부속구를 부장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한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호리 1호분은 다른 고분들에 비하여 병기의 부장량

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며 부장유물의 질과 양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다수의 청동제품

과 칠기를 비롯하여 부장할 수 있다는 점은 토기만을 주로 부장하는 다른 고분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표 8〉김해, 함안지역의 목곽묘단계의 병기출토 현황

유구명 출 토 병 기 공  반  유  물 비   고

양동리 55호

(동)

99호

(동)

427호

(동)

검파1,철검2, 

철모1

철검1, 철모2

철촉3

변형세형동검1

, 철촉1

단경호2, 주머니호1, 동경1, 환형동기1 상철부

1, 玉등

조합우각형파수호2,

주머니호1, 청동환1, 철부1, 철겸1, 따비1, 玉

倣製鏡3, 頸飾1, 철겸1, 철부1, 철제따비1

『고문화』44

『고문화』44

『가야문화』10호

대성리 27호

Ⅰ지구

13호

구지로

7호

철검, 철모,

철촉

철모

철촉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3,

단경호1, 철부

조합우각형파수부호3, 주머니호1, 철부2,

철겸1, 玉

방추차1, 단경호1, 옹1

김재우/35회 역사대회/1992

김재우/35회 역사대회/1992

김재우/35회 역사대회/1992

道項里 22호분

24호분

철검1, 철촉8

철모1철검1 , 

철모와 철준, 

철검병부의 장

식금구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1, 주머니호2, 철부1, 

철겸1

철겸1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2, 兩耳附壺1, 주머니

호1, 원저단경호1, 철부1, 철겸1

『함안도항리고분군Ⅰ』

유구 서현의 도굴된 곳에서 鐵鐏

과 철검병부의 장식병부의 장식

금구 확인

『함안도항리고분군Ⅰ』

『함안도항리고분군Ⅰ』

  다호리고분군과 임당유적에서 확인되는 상기와 같은 계층성은 김해 양동리유적8)을 

비롯하여 김해 대성동 유적,9) 함안 도항리유적10)에서도 마찬가지 다고 판단된다. 그것

은 다음 〈표 8〉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들 고분에서 출토된 병기구성과 그 출토량은 

다호리와 임당유적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 공반출토된 유물의 질과 양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유구의 훼손이 심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계층4에 속하는 고

분들로 목관묘단계 남지방의 전형적인 병기소유 유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참조)

  한편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최근에 확인된 목관묘단계의 무덤에서 확인된 

8) 이주헌「삼한의 목관묘에 대하여」『고문화』44 및 임효택 「낙동강하류역 양동리 제427호 가야고분 고찰」

『가야문화 』10호

9) 김재우 『제35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1992

10) 註2), 『함안도항리고분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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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소유의 유형을 보면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앞에서 논의한 다호리유적과 임당유적

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부장유물의 질과 양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점을 간취할 수 있다. 특히 4면의 한경이 출토된 조양동 38호분이나 다량의 판상철부가 

확인된 사라리 130호분, 그리고 철검과 함께 철모덩어리와 철촉덩어리가 확인된 다운동 

가구역-68호분 등은 다호리고분과 임당유적의 계층3과 계층4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표 9〉경주지역 목관묘단계의 병기출토 현황

   

조양동 5호분 검파두식이청

동제인 철검1, 

철과1

靑銅多 無紋鏡1, 漆塗木製丸棒(矢柄으로 추정) 

흑색마연토기장경호2, 무문토기옹1, 청동제마

탁2, 주조철부

신라고분연구

38호분 검파두식이청

동제인 철검1

4면의 청동제 漢鏡, 板狀鐵晷8, 短頸球形壺, 組

合牛角形把手附 長頸壺, 주머니壺

신라고분연구

舍羅里 130호 청동검자루가 

붙은 동검과 

쇠검, S자형 

재갈, 투겁창

8자형 동기, 청동고리, 鐵, 판상쇠도끼, 주조쇠

도끼, 청동거울, 토기류, 청동팔지, 호랑이모양 

띠고리, 청동거울, 수정과 유리로 만든 목걸이

널안에 7열로 판상쇠도끼를 깔았

고 널 네 모서리는 1점씩 세움

『국립중앙박물관도록』

『1997년도 제16회 신라문화학술

회의 1-3C 경주지역의 유적과 문

화』

울산

茶雲洞

가구역-

68호분

철모덩어리 , 

무경식철촉덩

어리, 철검

단조철부 周溝木棺墓

『제39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

지』1997

 

  한편, 목관묘단계의 병기소유의 계층성을 논하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1951년 도로공사중에 발견되어 간략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주 구정동 A지구 고

분이다.11)(그림 9) 상기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정리하여 소개한 을12) 통하여 보면, 

무엇보다도 길이 70㎝에 달하는 장검과 삼면(三面)에 혈구가 있는 삼각추형의 동촉이 

있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 이들 병기는 아직까지 목관묘단계의 고분에서 확인되지 않았

던 것으로 앞에서 소개한 다호리와 임당유적의 병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들을 보

여준다. 구정리 A지구에서 출토된 병기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서북한지역에서 출토되는 

병기와 동일한데(표 10참조) 이는 계층4와는 뚜렷이 구별된 병기소유를 한 집단을 상정

하는 근거가 된다. 

11) 김원룡 「경주구정동 출토 금석병용기유물에 대하여」『역사학보 』1, 1952

12) 최종규 「6. 삼한철기의 특징 및 획기 」 『삼한고고학연구 』 서경문화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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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낙랑고분을 포함 서북한지역 병기와 구정동 A지구 유적의 병기구분

구    분
세형동기 출토

낙랑고분 출토품
대동군 상리 유적 구정동A지구 유적

단병기 세형동검검코, 검자루장검 세형동검, 동제검파, 동제검파두

식, 장검

세형동검 2, 장검

장병기 협봉동모, 동과, 철모, 철극 철모, 철극 세형동파

원사병기 쇠뇌부속 추형동촉

마구 및 

무장

말재갈편 동탁, 철제비편 동탁

기타 차여구 일괄 원추상 동제품, 동제대구, 타날

문토기, 발형토기편 일괄, 차여

구 일괄, 철부, 소환두도자편

銅鉈, 소환두도자편

  그러면 구정동 A지구에서 출토된 병기들을 소유한 집단에 대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병기의 기본적인 성격이 서북한 지역의 병기와 통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사

용집단은 낙랑문화의 향을 받았던 고조선계 유이민이라는 가정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변진한 24개 중에서 유이민 세력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소국들이 있었

고 사로국의 건국세력이 고조선계의 유이민이 다는 고대사학계의 주장을 귀담아 둘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데, 목관묘 단계에는 병기소유에 있어서 병기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병기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은 칼집이나 칼손

잡이를 청동제금구로 장식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하고 목제로 만드는 계층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단지 구정동 A지구 출토품과 같은 발달된 고조선계 병기를 지닌 계층

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병기소유에 뚜렷한 계층차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Ⅵ. 목곽묘단계

  이 단계의 병기소유의 계층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형고분을 비롯하여 중소형고분이 

보고된 울산 하대유적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11은 하대유적

에서 철제병기가 출토된 유구에 대한 현황이다.(그림 4, 5참조)

  이 단계에도 철제갑주를 부장하는 계층1과 계층2는 없고 계층3에서부터 계층7까지 존

재하고 있다. 앞 단계에 비하여 계층간의 병기부장의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

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부장유물의 질과 양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

다. (표 12참조)

  우선 3계층과 4계층은 출토유물의 양과 질, 묘광의 규모 등을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는 1호와 43호에서 출토된 마구류가 모두 철비로 실용적인 

기능이 저하된 것들인 점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3계층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계층5와 계층6도 출토유물의 양과 질, 묘광의 규모 등을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 역시 목관묘단계와 같은 양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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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병기소유의 계층에 따른 구분

울산 하대유적(분석대상74기)

계층 1

계층 2

 1호, 43호, 44호(3기) 계층 3

 2호, 6호, 23호, 27호, 37호, 41호, 54호, (67호), 76호(9기) 계층 4

 22호, 38호, 46호, 50호, 52호, 56호, 65호, 69호, 74호, 87호(10기) 계층 5

 8호, 17호, 33호, 45호, 64호, 72호, 79호(7기) 계층 6

 기타 45기 계층 7

  한편, 4계층과 5계층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주목된다. 즉 4계층의 묘광의 길이가 

6m 전후로 5계층의 3.5m에 비하여 거의 2배이상 크고, 부장유물의 양에 있어서도 현격

한 차이를 보이며, 질(質)에서도 옥류(玉類)가 일반적으로 부장되고 있다. 따라서 계층4

와 계층5의 뚜렷한 분화가 이 단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4계층에 있어서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세분되는 점이 주목되는데, 상위

계층에는 2호분과 44호분이 해당되며, 하위계층에는 23호분과 54호분이 해당된다. 유물

의 질과 양으로 판단할 때, 4계층의 상위 계층은 3계층과 동일한 부장양상을 보이고 하

위계층은 5계층과 비슷한 부장양상을 보인다. 

상층  계층3, 계층4의 상위계층

중층  계층4의 하위계층, 계층5 및 계층6

하층  계층7

  요컨데 이 단계에서는 병기소유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는 3개의 계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상층은 제3층과 계층4의 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중층은 계층4의 하위계

층과 계층5및 계층6이 포함된다. 그리고 하층은 병기를 전혀 부장하지 않는 7계층이 포

함된다. 이는 이전 단계에 비하여 철제병기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에서 병기소유에 있

어서 분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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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울산 하대 고분군의 병기출토현황

계층 고분명 묘광 크기 출토토기 출토병기 기타

3계층

1호 610×446 2점
철검3, 철모2, 철촉5, 곡도자, 착형철부, 

철겸, 철부2, 주조철부1
수정제 절자옥

43호 660×384 6점

환두대도1, 철병철모1장검3, 단검1, 철모3, 

철촉8, 곡도, 쇠스랑, 삽날, 재갈, 착형철

부

4

계

층

상위

하위

2호 686×366 8점
환두대도1, 철검3, 철모48, 판상철부10, 철

부4, 주조철부6, 따비1, 착형철부1, 철촉95
절자옥2, 곡옥1

44호 580×350 9점

철검3, 철모31, 철촉15, 유자이기, 판상철

부10, 철부4, 주조철부2, 따비, 철겸1, 도

자1, 철환

환옥, 소옥

23호 (720)×440 14점 철검1, 철겸1, 도자1
곡옥2, 절자옥1 소옥

4, 동정1

54호 480×200 5점 철부2, 철검1, 철모1, 철촉5

5계층

52호 312×164 1점 따비1, 철촉2, 방추차1, 철모1

46호 368×168 5점
유자이기10, 철모1, 주조철부1, 철겸1, 도

자1, 철촉12
곡옥2, 환옥6

50호 312×164 4점 철모4, 착형철부1, 철부2, 철겸1, 도자1

6계층

33호 300×160 2점 철겸1, 철촉1 소옥4

64호 280×116 철부1, 철겸1, 철촉5

72호 514×200 따비, 철촉2

79호 (86)×154 5점 철부1, 철겸1, 철촉11

  이상에서 울산 하대 유적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임당유적의 목곽묘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정리해 보면 <표 13>과 같다. 임당유적에서 목곽묘는 C-Ⅰ지구에서 확인되었

다. 조사된 고분은 모두 30기로 전체적으로 후대의 묘제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경작 등

으로 인하여 묘광의 상부와 벽면이 심하게 파손되었다.(그림 5,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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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임당 C-Ⅰ 지구의 병기출토 현황

계층 고분명 묘광 크기 출토토기  출토병기 기타

계층4

C-Ⅰ-1호 306×122 3점  철검2, 단조철부2 유리제관옥6

C-Ⅰ-5호 272×100 3점
 철검1, 철모4, 철촉9, 단조철부   2, 철

겸1 소도1, 따비1

C-Ⅰ-8호 271×110 1점  철검2, 철모2, 단조철부2

C-Ⅰ-9호 217×78  철검1, 철모1, 단조철부1

C-Ⅰ-17호 275×101 2점
 철검1, 철모3, 철촉4, 주조철부   2, 단

조철부2, 따비1, 유리제관   옥11

두대각편

(豆臺脚片)

C-Ⅰ-42호 242×60  철검3, 철모1, 단조철부1

C-Ⅰ-141호 (273)×130 1점  철검1, 철모1, 단조철부1, 철준   2
석구편

(石球片)1

C-Ⅰ-146호 366×152 1점  철검1

C-Ⅰ-162호 310×120 2점  철검1, 철모2, 철촉5, 단조철부   3

계층5

C-Ⅰ-18호 235×80  철모1, 단조철부1 소옥4

C-Ⅰ-49호 312×130 1점  철모1, 단조철부2

C-Ⅰ-57호 260×87  철모1, 주조철부2, 단조철부3

C-Ⅰ-65호 226×82 4점  철모1

C-Ⅰ-90호 194×(70) 1점   철모1

C-Ⅰ-156호 253×80   철모1

계층6

C-Ⅰ-12호 280×105   철촉8, 단조철부1

C-Ⅰ-79호 258×70 1점   철촉1, 철도자1

C-Ⅰ-140호 (107)×82 1점   철촉3

계층7   총 12기

 우선, 병기를 부장한 고분이나 그렇지 못한 고분을 막론하고 묘광의 크기나 부장유물

의 수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묘광의 크기는 평균 1±0.5평 정도로 소형

에 속하고 공반토기도 5점 이상을 넘지 않는다. 이는 계층 간의 신분차가 거의 없었다

는 사실을 추측케한다. 이를 하대 유적과 비교해 볼 때, 중층과 연결된다. 단지 하대 유

적의 고분들이 묘광의 크기에서 조금 더 큰 차이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들 고분의 

피장자의 신분과 관련하여 보고자는 임당유적의 목곽묘는 모두 중소형급이며 중요유물

이 없다는 점에서 지배집단의 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모두 단곽식으로 임당지

역에서 동혈모광(同穴墓壙) 주부곽식(主副槨式)이 나타나기 전단계에 해당되는 것들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C-Ⅰ지구보다 상위의 신분층은 현재 사적 331호 내에 위치하

던 EⅠ-3․13호, EⅠ-8GH, EⅢⅠ-9․10․14호로 보았다.13)

  그러면 임당유적에서 고분 사이의 계층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기 제시된 E지구 목곽

분을 살펴보겠다. 다음은 임당 E지구에서 확인된 대형고분에 대한 현황이다.14) 

13) 註6), 『경산임당유적(Ⅵ) -本文-』 1988, 402쪽.  

14) 嶺南大學校博物館 『慶山林堂地域古墳群Ⅱ-造永 EⅢ-8號墳外-』學術調査報告 第19冊,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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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명 묘광크기 출토병기 기타

EⅠ-3호 270×205 (반파)  대형철모2
 와질압형토기출토

 방추차, 경식

EⅡ-8호   430×200  철모3, 철도자, 유자이기

EⅢ-9호   430×145  철모3, 판상철부

  위의 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원래 묘광의 크기가 2.5평 정도로 CⅠ지구에 비해 

대략 1평정도가 크다는 점이다.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도, 수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병기부장에서 대형철모를 주된 부장유물로 삼았고 토기 등에서 오리모양토기를 비롯하

여 와질유개대부호(瓦質有蓋臺附壺) 등과 같은 기종(器種)을 부장하고 있어 CⅠ지구의 

그것과는 비교가 된다. 특히 E지구에서 확인된 목곽묘들이 대형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

두 계층5에 속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계층5와 계층6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구 팔달동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팔달동 유적에서는 목곽묘 16기

가 확인되었는데, 묘광의 규모는 대부분 길이 4m, 폭 1.5m 전후로써 1.7평 정도이다. 

출토토기는 와질의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대부직구호, 호뚜껑, 양이부호, 대부원통형토

기, 평저완 등과 적갈색연질의 고배와 옹, 그리고 도질의 승석문 또는 격자문타날단경호 

등이다. 따라서 그 상한은 대부장경호(아자형(亞字形)토기)가 출토되는 2세기후반, 하한

은 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가 공반되는 고식도질토기단계 전반으로서 4세기전반으로 

보았다. 보고자는 철기류 부장에서 피장자는 철촉, 철모를 무기로 하는 보병적성격의 신

분이고 한편 철부, 철겸, 철따비, 철도자 등 농공구류를 부장한 양상으로 보아 그들이 

전사적성격과 농민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신분이라고 보았다.15)

  대구 팔달동 유적의 병기구성에서 철모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5가 집중적으로 확인되

고 철촉만을 부장한 유형6은 2기에 불과하여 도모촉을 모두 부장한 유형4는 1기에 불과

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임당지역 E지구의 병기구성과 비슷한 양상으로 비하여 후대의 

유적이 기 때문이라 판단되다.

  이렇듯 팔달동 유적의 병기소유도 앞에서 살핀 임당유적의 C지구나 E지구의 병기소

유의 계층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병기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

한 계층으로 구분되며 병기소유계층인 계층4에서 계층6 사이에는 뚜렷한 신분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실을 합천 저포리 A지구의 목곽묘인 40호, 41호, 42호에서도 확인된다.16)

  묘광의 길이가 4m를 넘는 대형고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층4에 속하는 42호분과 계층5

와 계층6에 속하는 40 및 41호분과 뚜렷한 신분차를 느끼게 하는 차이점이 없다. 이런 

점은 목관묘단계에서 목곽묘단계로 넘어가는 중소형고분이 집한 창원도계동유적에서

도 확인된다.17) 

  다음으로 김해․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부산 노포동유적에서 출토된 

병기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 보자.18) (주(註) 18)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것이 다음의 

15) 慶北大學校博物館 『大邱 八達洞遺蹟』慶北大學校 博物館 叢書 18, 1993.

16) 嶺南大學校 博物館 『陜川 苧浦古墳A發掘調査報告』, 1987.

17) 東義大學校博物館 『昌原道溪洞古墳群』學術叢書 4, 1996.

18) 釜山直轄市立博物館 『-釜山老圃洞古墳』 調査報告書 第二冊, 1985.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遺蹟調査報告 第12輯, 1988.

    釜山直轄市立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Ⅱ』調査報告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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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이다. (그림 7참조)

<표 14> 노포동 고분군의 병기소유에 따른 계층 구분

노포동 고분군(분석대상 45기) 비율

계층1

계층2

계층3

 31호, 33호 4 계층4

 1호, 3호, 6호, 16호, 21호 11 계층5

 7호, 8호, 17호, 34호, 41호 11 계층6

 기타 33기 73 계층7

 여기서 일단 계층4에 속하면서 환두대도 1점을 비롯하여 철모 2점, 철촉 118점 등 다

량이 철제병기와 토기 14점, 기타 철제품 4점이 부장된 31호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

다. 이 고분은 유물뿐만 아니라 묘광의 크기도 530×240㎝(4평)로 다른 고분들이 2평을 

전후한 크기인 두대도가 2점이나 부장되고 토기와 기타철기를 합하여 13점의 유물이 공

반출토되어 다른 고분들과 구별되는 유물 부장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우선 환두대도를 

부장한 31호분과 33호분을 노포동 유적에서 상층으로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기타 계층 

5와 계층 6에 속하는 고분 10기는 묘광의 크기와 공반유물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계층 4와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한편 병기를 부장하지 않은 계층 7은 병기를 부장

한 계층 4, 계층 5, 계층 6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노포동 유적은 상층과 중층, 하층의 3

개의 신분층으로 구별될 수 있겠다. 이는 울산 하대유적의 그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김해 양동리 유적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 우선 162호분과 235호분과 같

은 계층3에 속하는 대형고분의 존재가 주목된다. 

  먼저, 235호분은 묘광의 크기가 760×(390)로 약 10평에 달하는 대형고분이다. 출토유

물은 총 140여점으로 토기가 24점이고 철기가 51점이며 그외에 동복 1점과 수정제곡옥 

12점, 호박제절자옥(切子玉) 2점 등이 출토되었다. 병기류는 환두대도 1점, 철모 6점, 철

제자루가 붙은 대형 철모 1점, 무경식 및 유경식화살촉 50여점이다. 

  이런 유물의 출토는 일찍이 삼한시대의 목곽묘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이다. 보고자는 

235분의 축조시기에 특정지배자에게 부가 집중되고 권력이 강화되었으며 당시 사회가 

정치․군사적 사회로 발전되었다고 보았다. 또 신분상징적인 검 대신에 환두대도가 등

장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신분상징적인 병기인 대형철모가 부장된 점으로 미루어 그 피

장자는 이곳의 지배

자급 즉 수장급 신분으로 보았다.19)(그림 9참조)

  다음으로, 162호분은 묘광의 크기가 500×340로 5.3평에 달하는 대형고분이다. 출토유

물은 토기는 비록 1점에 불과하지만, 한경 2면과 방제경 8면을 비롯하여 수정 및 유리

제 구슬로 

19) 東義大學校 博物館 『金海 良洞里 第235號 土壙木槨墓 發掘調査 槪報』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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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경식 1벌이 출토되었다. 특히 주칠이 된 방패 1점이 출토되었으며 검 6점, 모 11

점, 촉 60여점 등의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기타 철기로는 철부 6점, 철겸 3점, 판상철부 

40여점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피장자의 신분과 관련하여, 부와 권력을 가진 수장급으

로 보면서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주술적인 힘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았다.20)

  한편, 양동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병기소유의 계층성을 살피기 위하여 정식발굴조사보

고가 이루어진 목곽묘 15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21)(그림 8, 9참조)

<표 15> 양동리 고분군의 병기출토 현황

계층 고분명 묘광크기 출토토기 출토병기 기타

제4계층

양동리4호

양동리5호

양동리7호

327×(205)

315×217

323×156

3점 철검1, 투겁창2, 쇠살촉23, 

쇠도끼1, 쇠손칼1, 쇠끌1

철검1, 철촉7, 쇠손칼1, 쇠

낫1, 도끼1

철검2, 투겁창5, 살촉더미, 

낫1, 도끼2

목걸이 1식

목걸이 1식

제5계층

양동리6호

양동리9호

양동리17호

195×(85)

248×100

320×207

1

1

1

투겁창1, 쇠살촉3, 쇠낫1, 

도끼1, 쇠손칼1

투겁창1, 쇠도끼1

투겁창2, 쇠도끼1

주판알옥1

주판알옥1

수정구슬4

제6계층

양동리8호

양동리16호

381×127

350×220

1

2

쇠살촉2, 쇠손칼1, 환두도

자1, 이형철기

쇠살조각1, 쇠끌1, 낫조각

1

수정여러면 

구슬1

제7계층   기타 7기

 계층 4가 철제병기를 비롯하여 철제유물이 약간 많은 점을 제외하고는 계층5와 계층6

과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병기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 사이에서 신분차

가 없음을 시사해 준다. 결국 병기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과 병기를 소유할 수 없는 계

층으로 구분되며, 병기소유의 양과 질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Ⅴ. 고   찰

  여기서는 목관묘단계와 목곽묘단계로 나누어서 검토한 분석내용을 정리해보고 그 역

사고고학적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우선, 앞에서 행한 병기소유의 유형 설정을 근거로 어떠한 유형이 기본적이 으며 그 

발전 양상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겠다.

  목관묘단계에서는 병기소유의 유형에서 동검이나 검을 중심으로 철모와 철촉을 부장

하는 도(검)모촉형과 도모형이 가장 일반적이 다. 여기서 철촉의 부장은 목관묘단계 후

20) 東義大學校 博物館 『金海 良洞里 第162號 土壙木槨墓 發掘調査 槪報』 1991.

21) 문화재연구소『김해 양동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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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도모형은 도모촉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이

는 다호리유적에서 훼손되지 않은 고분 9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도모형이 4기인 점

으로 미루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만을 유모형이나 부장하거나 모와 촉을 함께 부

장하는 모촉형, 그리고

    

 <표 16> 다호리고분군과 임당유적의 병기소유 유형별 분석

 

유

적

명

분

석

대

상

마

도

모

촉

형

마

도

모

형

마

  

도

형

마

모

형

마

도

촉

형

마

촉

형

마

형

도

모

촉

형

도

모

형

도

촉

형

유

도

형

유

모

형

모

촉

형

유

촉

형

다호리

유적
24 2 1 3 7 4 4 1 2

임당지구 28 4 1 4 10 1 6 2

합계 52 2 4 1 1 7 17 1 10 6 1 2

비율(%) 3 7 2 2 13 33 2 19 12 2 3

검만을 부장하는 유도형이 다음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도모형이나 모도촉형에 비하여 

훨씬 부장비율이 낮다. 그에 비해 소위 고분시대의 중소형고분군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유촉형과 모촉형은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즉 당시 병기부장에서 철촉만을 부

장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 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목관묘단계에 병기의 부장과 

소유는 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병기소유 유형상의 성격은 목곽묘단계가 되면서 일정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를 

울산 하대 유적과 노포동 유적 및 임당유적을 대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7> 목곽묘 단계의 병기소유 유형의 분석

유

적

명

분

석

대

상

마

도

모

촉

형

마

도

모

형

마

  

도

형

마

모

형

마

도

촉

형

마

촉

형

마

형

도

모

촉

형

도

모

형

도

촉

형

유

도

형

유

모

형

모

촉

형

유

촉

형

하대 28 3 4 2 2 6 4 7

노포동 13 1 1 2 4 5

임당(문) 16 3 4 2 5 2

합계 57 3 8 6 3 2 13 8 14

비율(%) 5 14 21 5 4 23 1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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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곽묘단계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는 모촉형과 유촉형의 급격한 증가이다. 즉 중

소형 고분에서 철촉이 광범위하게 부장되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도를 부장하는 도모

촉형, 도모형, 도촉형, 유도형이 목관묘단계에서 무려 67%를 차지했으나 목곽묘단계에

서는 44%로 감소되고, 그에 목관묘단계에 14%에 불과하던 모를 중심으로 하는 모촉형, 

유모형이 37%로 급증한다. 이는 도검을 중심으로 하던 병기소유의 유형에서 모촉을 중

심으로 하는 유형으로 바뀜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목관묘단계와 목곽묘단계에서 계층구조는 어떠했으며 어떻게 변화하 는지 

간단히 검토하겠다. 목관묘단계의 계층구조는 제 Ⅲ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

면 크게 4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8> 목관묘단계의 계층구조

               □               ……  (최상층)   : 경주 구정동 A 고분    

             □□□             ……  (상층)     : 다호리 1호분

          □□□□□□          ……  (중층)     : 계층3, 계층4, 계층5, 계층6

        □□□□□□□□        ……  (하층)     : 계층7

  현재까지 정식보고된 유적을 분석한 결과는 상층, 중층, 하층의 세 신분층으로 나눌 

수 있지만, 경주 구정동 A고분이 학계에 간략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따로 최상층으로 

두었다. 앞에서도 언급하 지만 구정동유적이 사로국의 중심지 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경주시내에 위치해 있고 그곳에서 수습된 유물들이 그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선진화

된 중국의 한나라의 병기체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에 반해 기타 지

역에서 출토된 병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둘째로 상층으로 다호리 1호분을 두었다. 이 유적의 보고자는 다호리 1호분의 부장품

을 다른 분묘의 그것과 비교할 때, 피장자의 신분상의 차이를 인정할만큼 양이나 질에

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피장자는 군장(君長)과 같은 정치적 지도자 을 가

능성을 제시하 다.22) 이런 다호리 1호분과 같은 상층에 속하는 고분들이 소지역 단위

로 존재하 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단지 아직까지 그에 상응하는 고분이 기타 

김해나 부산, 울산, 대구 등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중층은 검을 중심으로 하는 병기를 소장할 수 있는 계층으로 대략 0.5∼1

평 정도의 묘광에 5점 내외의 토기와 3∼4점의 철기를 부장할 수 있는 신분층으로 계층

3에서 계층6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각 계층 사이의 신분차는 별로 없었다고 판단된다. 

하층은 병기를 소유할 수 없는 계층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데 중층과 묘광의 규모와 

부장유물의 수량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목곽묘단계의 계층구조는 기본적

으로 목관묘 단계의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일단 표로 정리한 후 간단한 언급을 하겠다.

22) 註5 《考古學誌》 第一輯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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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목관묘단계의 계층구조

              ■             ……  (최상층)  : 경주지역의 미발견고분(가정)

            □□□           ……  (상층)    : 양동리 235호 및 162호

          □□□□□         ……  (중층)    : 계층3 및 계층4의 상위계층

        □□□□□□□       ……  (중하층)  : 계층4의 하위계층/계층5/계층6

       □□□□□□□□      ……  (하층)    : 계층7

  우선 최상층을 상정해 보았다. 현재까지 정식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사적 정

황으로 판단할 때, 조양동 유적에 양동리 235호분을 능가하는 규모와 출토유물을 부장

한 고분을 일단 상정해 보았다. 이는 경주지역에 구정동 A고분의 피장자와 같은 이주집

단의 수장이 묻힌 고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층은 양동리 235호분과 동 162호분으로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그 피장자가 수

장급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 Ⅵ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층은 

울산 하대유적의 1호와 2호 43호 및 44호분이 해당되는데 다른 고분에 비하여 묘광의 

크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출토유물 특히 철제유물의 수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이기 때문이다. 이는 목관묘단계의 중층이 분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하층은 계

층4의 하위계층과 계층5와 계층6이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병기부장 고분이 이에 해당된

다.

Ⅵ. 맺 음 말

  이 은 삼한시대 병기소유의 기본적인 유형과 그 계층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병

기 소유의 유형 32개를 설정하고 그것을 7개의 계층구조 속에서 나눈 후, 목관묘단계와 

목곽묘단계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시켰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로, 목관묘단계에서 병기소유는 검과 모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후기에 와서는 

도모와 함께 촉을 부장하 다. 따라서 도모형과 도모촉형이 가장 기본적인 병기소유의 

유형이 다고 할 수 있다. 간혹 철비와 같은 마구류가 부장되는 고분들도 있지만, 마구

의 부장이 곧 신분차를 반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한시대에

서 마구의 부장은 명백한 신분적 우위를 반 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 한편 모와 

촉을 중심으로 하는 병기소유는 매우 드문 편이고, 검을 소유한 계층 4와 뚜렷한 신분

차가 없었다고 판단되었다. 

  둘째로 목곽묘단계에서 병기소유의 유형이 변화한 점을 확인하 다. 즉 검을 중심으

로 하는 병기소유 유형에서 모와 촉을 중심으로 하는 병기소유 유형으로 발전한 사실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구를 소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에 신분차가 확

인되었다. 한편 병기소유의 질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양에서는 현격한 차

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병기소유의 양에서 차이가 이 

단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철모의 다량 매납은 목곽묘 단계의 

삼한사회가 정치군사적 사회로 변모해 가는 일면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22



  마지막으로, 병기소유의 계층성은 목관묘단계에서는 병기를 부장할 수 있는 신분과 

그렇지 못한 신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고, 병기를 소유할 수 있는 신분 중에는 다호

리 1호분과 같은 수장급으로 볼 수 있는 신분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들이 소국의 수

장들이 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소국 중에서도 정치적 우위에 있던 정치세력의 최고지

배자를 상정하고 그들을 최상층 신분으로 보았다. 이 계층은 구야국과 사로국의 중심지

에 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문헌기록 속의 왕에 해당되는 신분으로 볼 수 있

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병기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과 병기를 소유할 수 없는 계층 

사이의 신분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편 목곽묘 단계에서는 일반민으로 볼 수 있는 계층에서 병기소

유의 양과 질에서 신분적인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마구를 부장할 수 있는 신분과 

그렇지 못한 신분으로 나누어지고 병기소유의 양에 있어서도 환두대도를 중심으로 3∼4

점의 철모와 다량의 철촉을 소유할 수 있는 신분과 철모를 중심으로 소량의 철촉을 소

유하거나 철촉만을 소유할 수 있는 신분으로 점차 나누어져 가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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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계층5와 계층6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현황

구분 고분명 크기 평수 토기 철기 기타

계층4

복천동92호 427×199 2.7
통형기대1, 유개고배2, 

단경호1

도자1, 철부3, 유자이

기4, 철겸1

도항리6호 415×160 2.1
고배3, 기대2, 호4,

파배1, 이식1
철부, 철도자1, 교구2

계층5

복천동80호 523×279 4.6 노형토기2

판상철부3, 철모3, 철

촉14, 철겸12, 철부4, 

철도자3

경식1

복천동89호 316×153 1.5
원저단경호5, 노형토기1, 

양이부단경호

주1, 철모3, 철도자1, 

철겸1, 철촉25

복천동88호 342×193 2.1

원저단경호9, 고배6, 소

형기대1, 광구소호4, 파

수부완1, 대부직구호

연질옹, 개1

철모3, 철촉16, 철겸1, 

철부1, 철기1

유자이기2, 곡도자2

복천동97호 386×(257) 개배2, 개1, 연질옹1 철부1, 철모1

복천동100호 365×(180)

광구소호5, 이형토기1, 

소형기대2, 원저단경호1 

연질옹1

철모1, 철부2, 철촉2, 

철기1, 도자편3

복천동106호 310×180 1.7

파수부완2, 고배9, 기대1 

소형기대2, 원저단경호2

대 부파수부완1

주조철부2, 단조철부

1, 철모1, 철겸1, 곡도

자1도자1, 철섭1

도항리35호 410×235 3.0 호5, 옹1, 기대2, 개1
철부3, 철모1, 도자1, 

철겸1

계층6

복천동105호 355×175 1.9
원저단경호,고배6컵형토

기,단경호1대부파수부완1

철부1, 철겸1, 철촉군

1 꺾쇠, 도자1

경식1
도항리7호 470×290 4.3 호1 철촉10

도항리11호 365×200 2.3 호2
철부2, 철겸1, 도자1, 

철촉15

도항리25호 (405)×205 옹1, 기대1 철촉5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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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고분명 묘곽형식 묘광크기 평수 평균 출토토기 출토병기 기타

계층1
복천동 8호 주부곽식 750×360 8.5

7.9
5점+? 286점

통형동기2

경식1

복천동 71호 주부곽식 644×356 7.2 11점 84

계층2 복천동 56호 주부곽식 600×285 5.4 5.95 2 ?

복천동 64호 단곽식 660×300 6.2 5 47

복천동 69호 주부곽식 550×250 4.3 33 44

복천동 73호 주부곽식 680×370 7.9 19 24

복천동 86호 단곽식 523×(167) 26 22

계층3 복천동 95호 주부곽식 588×472 8.7 5.77 18 20

복천동 125호 단곽식 355×173 1.9 4 15

도항리 3호 단곽식 620×270 5.2 16 25

도항리 10호 단곽식 710×330 7.3 43 43

계층4
복천동 81호 단곽식 (177)×(111) 2.4 4

비(非)분석

대상

복천동 92호 단곽식 427×199 2.7 4 44

도항리 6호 단곽식 415×160 2.1 10 17

계층5
복천동 80호 단곽식 523×279 4.6

2.58

4

10

2 29

복천동 89호 단곽식 316×153 1.5 7 31

복천동 88호 단곽식 342×193 2.1 25 26

복천동 97호 단곽식 386×(257) 2

복천동 100호 단곽식 365×(180) 9

복천동 106호 단곽식 310×180 1.7 17 8

도항리 35호 단곽식 410×235 3.0 8 7

계층6
복천동 84호 단곽식 629×327 3.0

2

27 205
비 분석대

상

복천동 105호 단곽식 355×175 1.9 11 6

도항리 7호 단곽식 470×290 4.3 1 10

도항리 11호 단곽식 365×200 2.9 2 19

도항리 25호 단곽식 (405)×205 5

특기사항

<별표 2> 복천동 및 도항리 고분군의 고분별 유물출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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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출토병기 공반유물 비고

다호리 1호분 278×136 11.8

칠초동검2 철검2, 철검

편, 동모1, 철모4, 철과, 

칠궁과 궁시

칠초철제환두대도, 오기전(五忮

錢), 소동탁(小銅鐸), 성운문경

(星雲文鏡), 목병부판상철부, 판

상철부, 목병부방(方)

주상(柱狀)철부, 목병부철제(木

柄附鐵製)공궤(晷), 주조철부, 

목병부철제따비2, 목병부게형철

기(愒形鐵器), 칠봉(漆棒), 칠기

원형두칠기방형두(漆器圓形豆漆

器方形豆), 칠기배(漆器杯), 유개

통형칠기저부(有蓋筒形漆器), 원

통형칠기저부(圓筒形漆器低部), 

칠기개(漆器蓋)1, 칠기편, 목재

금무(木製金武), 소쿠리테, 칠기붓, 

칠기부채칠기편, 칠봉편, 청동대

구, 식옥류(飾玉類), 노끈, 동아

줄, 거치문동환(鋸齒文銅環), 동

환

2호분 290×115 10.4
흑칠찰갑편, 청동제칼

집금구편

흑칠목심통형잔, 흑칠환, 흑칠조

합식우각형파수부호, 흑칠주머

니호구연부편, 흑색토기저부, 지

석(砥石)

5호분
340×160

(추정)
철모2 두형무문토기, 주머니호2

6호분 260×125 10.1 동검1, 철검1, 철모4

판상철부,주조철부,변형점토대토

기 형개(形蓋), 흑칠주머니호, 

마제석부, 칠기발(漆器鉢), 칠기 

두(漆器豆), 칠기통형배(漆器筒 

形杯), 칠기개(漆器蓋)

미도

굴

9호분 160×55 2.8 대부주머니호, 주머니호 미도굴

10호분 270×105 8.9 철검 판상철부, 철제공부, 주머니호

11호분 240×110 8.7 철촉7, 대궁1

판상철부, 따비, 판자, 矢筒주머

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우

각형파수부호

<별표 3> 다호리고분군의 병기출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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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출토병기 공반유물 비고

다호리 18호분 213×100 7.3 철검1, 철모2

주조철부, 단조철부, 호형토

기(壺形土器), 변형점토대토

기(變形粘土帶土器),형개(形

蓋)

미도굴

＊와질토

기

미출토

19호분 255×105 8.4 칠초동검1, 칠모2

쌍두관상동기(雙頭管狀銅器)

,우각형동기(牛角形銅器), 유

구동기(有鉤銅器)철제따비, 

궐수형장식이형동기

20호분 243×80 6.1 철검1, 철모편
단조철부, 주머니호, 대부주

머니호

21호분 200×70 4.4 유개발형무문토기 미도굴

23호분 235×112 8.2
철검편,철모반부단금

구(盤附端金具)

판상철부, 철사, 철착, 나선

형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

호1, 발형칠기

24호분 277×86 7.5

동모1, 검파두식, 투

조칠서(透彫漆墅), 사

각봉형칠서(四角棒形

漆墅)

지석2점, 조합식우각형파수

부호2, 장각고배, 칠잔, 통형

칠기, 단각고배, 원통칠합, 

칠편

부분도굴

25호분 250×95 7.4 철모1

철겸, 유견철부, 주머니호, 

매병형토기, 보시기2, 조합

식우각형파수부호, 통형칠기

26호분 235×85 6.3 철검편 철겸, 주머니호, 보시기

30호분 223×100 7.0 철검1, 철모1, 철촉7

철겸, 유견(有肩)철부, 환두

도자, 철제낚시바늘, 철괴

(鐵塊), 방추차, 지석

32호분 273×120 10.3 철검1, 철모1, 철촉7

철부3, 철착, 철사, 철겸, 철

제낚시바늘, 원통형칠기, 이

형칠기, 칠기화살통, 주머니

호, 승문단경호

33호분 240×94 7.1 무문토기 변형점토대토기 미도굴

36호분 262×104 8.6
칠제검파부철검1, 철

모1

철부, 칠선(漆扇)3, 조합식우

각형파수부호, 장란형토기2, 

주머니호, 석제대패날

미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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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출토병기 공반유물 비고

다호리 37호분 210×85 5.9 철검1

원통형칠기2, 이형칠기2, 조

합식우각형파수부1, 와질단

경호1, 주머니호2, 양유부호

(兩廇附壺)

미도굴

38호분 255×67 4.7 철검1, 철모2

원통형칠기, 칠기고배, 철사

편, 철착편, 철도자편, 철부, 

철제따비, 흑색무문토기, 주

머니호

40호분 229×103 7.4 철검편1, 철모1

판상철부4, 주조철부2, 유견

철부철겸, 변형점토대토기, 

무문완형개, 우각형파수부호

(무문토기)와질단경호, 주머

니호

44호분 198×54 3.3

변형점토대토기1, 소형흑색

마연토기1, 소형와질호1, 토

제방추차

미도굴

47호분 230×98 7.1
철모2, 철촉5(유경식

2, 무경식3)

주머니호, 주판알형토기, 조

합식우각형파수부호, 귀(晷), 

사(鉈), 료(醪)

＊유경식

은 2점인

데 1점은 

끌형으로 

철촉이 아

닐 가능성

이 있고 1

점은 역자

형인 점이 

주목됨.

48호분 210×85 5.9
철모1, 철검1, 철촉6

철함(亡)

단경호, 주머니호, 부, 겸, 

화살통

49호분 210×70 4.6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3, 단

경호, 대부주머니호

미도굴

부장유물

이 거의 

도굴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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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출토병기 공반유물 비고

다호리 50호분 220×100 6.9
미도굴

51호분 210×85 5.9 철검1, 철모2, 철촉10

철사, 철부, 철겸, 철착, 단

경호저부, 주합식우각형파수

부호2

53호분 290×90 8.2 철모2, 철검1

단경호1, 장경호1, 주머니호

1, 조합형우각형파수부호, 

겸, 부, 조침(釣針)

54호분 225×100 7.0

원통형토기, 토기저부, 소형

주머니호, 주머니호, 보시기

2, 철겸편, 환두도자편, 유리

구슬

미도굴

＊철기와 

토기를 인

위적으로 

파손하여 

뿌림

57호분 238×88 6.6

원통형칠기, 칠기배, 유개사

각합, 주머니호, 흑색장경호, 

고배, 보시기

미도굴

63호분 239×88 6.6
한국식동검과 검파두

식, 철모1

주머니호, 고배, 조합식우각

형파수부호, 부․칠기국자

65호분 214×69 4.6
장기(將棋)알 모양의 토제장

식품

미도굴

67호분 226×113 8.0 철촉2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

부호2겸, 부

68호분 210×95 6.2 철겸, 주머니호, 원저단경호 미도굴

69호분 245×100 7.7
검파부철검1, 철모2, 

철촉5, 철(鐵)

대부주머니호, 우각형파수부

호, 양이부장동호, 부, 겸, 

도자, 추(錐), 환, 료(醪)지

석, 유리구슬, 수정다면옥

미도굴

70호분 250×120 9.4
철검2, 철촉11, 철

(鐵)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

부호3, 원저단경호, 부, 겸, 착

미도굴

71호분 337×140 10.4 철모2
대부주머니호, 주머니호, 착, 

사, 겸

72호분 225×80 5.6 철모1 주머니호
추정(미

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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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임당유적의 병기출토현황

유구명 출토병기 공반유물 비고

임당 

(문보재)
A-11 210×50 3.3 철검(鐵劍), 철모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발2, 

주조철부2, 판상철부3, 철겸

A-12 212×90 6.0 철검(鐵劍)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

니호
인골

A-Ⅰ-35 현145×현38 철검 치아

A-Ⅰ-41 230×105 7.6
철검(鐵劍)2, 철모, 

철촉13
주머니호, 단조철부, 철겸 인골

A-Ⅰ-44 230×95 6.8 철검(鐵劍), 철모 단조철부, 철겸, 철착, 이형철기

A-Ⅰ-74 197×70 4.3
검파부철검, 검파

두식, 철모, 철도
단조철부2, 철겸, 판상철부16 오수전

A-Ⅰ-76 223×75 5.2 검파부철검, 철모2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

니호, 단경호, 단조철부2

치아, 칠흔

(漆痕)

A-Ⅰ-78 현140×57
철검, 철검편, 철

모
완, 철겸

하지골

(下肢骨)

A-Ⅰ-85 185×62 3.6 철검 주머니호, 이형동기

A-Ⅰ-88 221×67 4.6 철검 단경호, 판상철부

A-Ⅰ-90 222×90 6.3 철검 주머니호, 주조철부, 철겸
하지골

(下肢骨)

A-Ⅰ-96 230×78 5.6
검파부철검, 철모, 

철비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

니호, 철사, 단조철부, 철겸, 

판상철부3

이형동기

(동포)

A-Ⅰ-114 260×126 10.3 철모와 철준
단조철부 단경호2, 주머니호, 

지석2 칠흔

A-Ⅰ-121 225×77 5.4
칠초철검2, 철모2, 

철준

단조철부3, 쇠스랑, 철겸지석, 

오수전, 칠흔(원형, 현악기, 부

채자루)

A-Ⅰ-135 262×101 8.3 철검, 철모, 철촉

단조철부2, 철착, 조합식우각

형파수부호, 주머니호, 옹, 단

경2, 우각형파수부옹, 대부완, 

호저부2기대, 원통형동기, 칠

흔(부채자루, 바구니)

치아, 하

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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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출토병기 공반유물 비고

임당

(문보재)

A-Ⅰ-1

37호
196×72 4.4 철검, 철모, 철촉3

판상철부10, 철겸, 철기편, 

호, 주머니호, 우각형파수부

호

A-Ⅰ-1

39호
205×93 6.0 철(鐵)

주조철부3, 판상철부15, 조

합식우각형파수부호대부주

머니호, 호편, 옥류, 칠흔

A-Ⅰ-1

40호
230×98 7.1

검부속구, 철모, 철

준, 철비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2, 단

조철부, 주조철부4, 철착, 원

형철기(교구)

A-Ⅰ-1

45호
228×84 6.0 철검, 철촉, 철(鐵)

무문토기호, 주머니호, 철편, 

이형철기, 철기편

A-Ⅱ-4

호 
210×70 4.6 세형동검, 철검, 철모

환두도자, 단조철부2, 철착2, 

철사2, 철겸, 철제조침(鐵製

釣針)

인골

C-Ⅰ-9

4호
281×95 8.4 궤도형철(晷刀形鐵) 단조철부2, 철겸, 철도자

C-Ⅰ-1

54호
290×107 9.7 철모2 단조철부2, 파수부호

D-Ⅱ-2

08호
223×80 5.9 철검, 철모2

단조철부, 판상철부7, 이형

철기
인골

D-Ⅳ-2

3호
220×85 5.9 철촉2, 철검장식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3, 단

경호

D-Ⅳ-6

2호 
210×75 5.0 철검, 철모 단조철부, 주머니호 인골

D-E-7

1호
230×100 7.2 철검, 철모2 철준 단조철부, 따비 인골

D-E-7

6호
현185×85 검파부철검 주머니호, 단경호 인골

D-E-1

18호
220×80 5.5

칠초철검2, 철모2, 철

비

주머니호, 단경호2, 단조철

부, 도자, 옥, 칠기

D-E-1

32호
230×90 6.5

칠초철검2, 철촉5, 철

모2, 철준

주머니호, 단경호, 옹, 철착, 

모루, 철사오수전, 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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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다호리고분군중의 미도굴고분의 병기출토현황

유구명 출토병기 공반유물 비고

다호리 1호분 278×136 11.8

칠초동검2, 철검2, 철

검편, 동모1, 철모4, 

철과, 칠궁과 궁시

칠초철제환두대도, 오기전

(五忮錢), 소동탁(小銅鐸), 

성운문경(星雲文鏡), 목병부

판상철부, 판상철부, 목병부

방주상(方柱狀)철부, 목병부

철제궤(木柄附鐵製晷), 철제

궤(鐵製晷), 주조철부, 목병

부철제따비2, 목병부게형철

기(木柄附愒形鐵器), 칠봉

(漆棒), 칠기원형두칠기방형

두(漆器圓形豆漆器方形豆), 

칠기배(漆器杯), 유개통형칠

기(有蓋筒形漆器), 원통형칠

기저부(圓筒形漆器底部), 칠

기개(漆器蓋)1, 칠기편, 목제

□(木製金武,), 소쿠리테, 칠기

붓, 칠기부채칠기편, 칠봉편, 

청동대구, 식옥류(飾玉類), 

노끈, 동아줄거치문동환(鋸

齒文銅環) 동환

6호분 260×125 10.1 동검1, 철검1, 철모4

판상철부, 주조철부, 변형점

토대토기 형개(形蓋), 흑칠

주머니호, 마제석부, 칠기발

(漆器鉢), 칠기두(漆器豆), 

칠기통형배(漆器筒形盃), 칠

기개(漆器蓋)

미도굴

9호분 160×55 2.8 대부주머니호, 주머니호 미도굴

18호분 213×100 7.3 철검1, 철모2

주조철부, 단조철부, 호형토

기(壺形土器), 변형점토대토

기(變形粘土帶土器), 형개

(形蓋)

미도굴

＊와질토

기미출토

21호분 200×70 4.4 유개발형무문토기 미도굴

24호분 277×86 7.5

동모1, 검파두식, 투

조칠서(透彫漆墅), 사

각봉형칠서(四角棒形

漆墅)

지석2점, 조합식우각형파수

부호2, 장각고배, 칠잔, 통형

칠기, 단각고배, 원통칠합, 

칠편

부분도굴

33호분 240×94 7.1 무문토기 변형점토대토기 미도굴

36호분 262×104 8.6
철제검파부철검1, 철

모1

철부, 칠선(漆扇)3, 조합식우

각형파수부호, 장란형토기2, 

주머니호, 석제대패날

미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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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출토병기 공반유물 비고

다호리 37호분 210×85 5.9 철검1

원통형칠기2, 이형칠기2, 조

합식우각형파수부1, 와질단

경호1, 주머니호2, 양유부호

(兩廇附壺)

미도굴

44호분 198×54 3.3

변형점토대토기1, 소형흑색

마연토기1, 소형와질호1, 토

제방추차1

미도굴

49호분 210×70 4.6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3, 단

경호, 대부주머니호

미도굴

부장유물

이 거의 

도굴되지 

않은상태

50호분 220×100 6.9 미도굴

54호분 225×100 7.0

원통형토기, 토기저부, 소형

주머니호, 주머니호, 보시기

2, 철겸편, 환두도자편, 유리

구슬

미도굴

＊철기와 

토기를 인

위적으로 

파손하여 

뿌림

57호분 238×88 6.6

원통형칠기, 칠기배, 유개사

각합, 주머니호, 흑색장경호, 

고배, 보시기

미도굴

65호분 214×69 4.6
장기(將棋)알 모양의 토제장

식품
미도굴

68호분 210×95 6.2 철겸, 주머니호, 원저단경호 미도굴

69호분 245×100 7.7
검파부철검1, 철모2, 

철촉5, 철(鐵)

대부주머니호, 우각형파수부

호, 양이부장동호, 부, 겸, 

도자, 추(錐), 환, 료(醪)지

석, 유리구슬, 수정다면옥

미도굴

70호분 250×120 9.4
철검2, 철촉11, 철

(鐵)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

부호3, 원저단경호, 부, 겸, 

착

미도굴

72호분 225×80 5.6 철모1 주머니호
추정

(미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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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호리 48호분(계층3/馬刀모선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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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호리 32호분(계층4/刀모선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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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호리 18호분(계층4/刀모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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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호리 37호분(계층4/唯刀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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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호리 47호분(계층5/모선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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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호리 67호분(계층6/唯선形)
 

그림1. 다호리 고분군의 계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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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호리 25호분(계층5/唯모形)

② 임당 A-Ⅰ-145호분(계층3/馬刀모선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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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당 A-Ⅰ-41호분(계층4/刀모선形)
 

그림2. 다호리 고분군 및 임당고분군(목관묘)의 계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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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당 A-Ⅰ-11호분(계층4/刀모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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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당 A-Ⅰ-12호분(계층4/唯刀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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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항리 26호분(계층4/刀모形)

44



④ 도항리 22호분(계층4/刀선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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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항리 24호분(계층5/唯모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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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항리 25호분(계층/유촉형)
 

그림3. 임당 고분군 및 도항리 고분군의 계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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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대 1호분(계층3/馬刀모선形)
 

② 하대 43호분(계층3/馬刀모선形)
 

그림4. 하대 고분군의 계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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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대 6호분(계층4/刀모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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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대 37호분(계층4/刀모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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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대 38호분(계층4/刀모선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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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당 C-Ⅰ-1호분(계층4/唯刀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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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당 C-Ⅰ-57호분(계층5/唯모形)

그림5. 하대 고분군 및 임당 고분군(목곽묘)의 계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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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당 C-Ⅰ-5호분(계층4/刀모선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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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당 C-Ⅰ-141호분(계층4/刀모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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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당 C-Ⅰ-12호분(계층6/唯선形)
 

그림6. 임당고분군(목곽묘)의 계층성
 
 

그림 7. 노포동고분군의 계층성(31호분, 계층4, 도모촉형(刀모鏃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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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노포동 고분군 및 양동 고분군의 계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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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양동 고분군의 계층성 및 구정리a지구 유적출토 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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