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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산복천동고분군은 4~5세기를 중심연대로 하는삼국시대무덤으로종장판갑이다량 출토한 고분군으로널리알려져 있다.

2006년 복천동 고분 구릉의 동쪽 사면 말단부에 축조된 164·165호분에서 종장판갑 2령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본고에서는

보존처리가 완료된 종장판갑 2령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존 종장판갑 부장 유구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4세기대 종장판갑 부장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164·165호에서 출토된 종장판갑은 제작기술 속성을 기준으로 Ⅱa형식(型式)인 경주·울산식 판갑으로 분류되며, 종장판갑

편년 3단계 중 Ⅱ단계의 이른 시점으로 편년된다.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동단계에 속하는 구릉 정상부의 대형분에서는 종장판

갑이 2령 이상 복수로 부장되지만, 164·165호에서는 1령씩 단수 부장된다. 따라서 복천동에서 경주·울산식 판갑(Ⅰ·Ⅱa식)

이 부장되는 단계에는 분묘의 규모에 따라 부장되는 종장판갑의 수량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장판갑은 지금까지 복천동 고분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대형무덤에 부장되고 있어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지만,

164·165호분과 같이 무덤의 입지, 규모, 부장유물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중소형분에 속하는 분묘에서도 종장판갑이 부장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164호분은 장단축비가 1:3 이상인 세장방형 목곽묘로 갑옷 및 유구의 형태, 부장유물의 배치 상태 등에서

경주구정동 3호분, 사라리 55호분 등과같은소위경주식목곽묘로볼수있다. 반면 부장토기의양상은소위금관가야식토기

라 불리는 김해지역 토기와 공통되는 점이 주목된다. 

4세기대 복천동고분군에서는분묘의 입지, 규모, 종장판갑의 부장 수량 등에서 분묘간의 격차가 확인된다. 하지만 종장판갑의

부장유무만으로 분묘간의 계층성을 논하기 어려우며, 종장판갑의 부장이 곧 군사력의 장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

하다. 164호분의 양상에서는 판갑 부장의 지역성, 복천동 분묘의 계층성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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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복천동고분군은4~5세기를중심연대로하는삼국시대

무덤으로철제갑옷이다량출토한고분군으로널리알려

져 있다. 4세기대에 종장판갑, 5세기대에는 찰갑이 주로

출토되는데, 특히 종장판갑은 김해 대성동, 양동, 경주

월성로, 사라리, 울산 중산동 등 지역 거점의 중심 고분

군에서 주로 확인된다. 이러한 출토양상과 분포는 철제

갑옷의출현에서발달에이르기까지 남지역집단의정

치 관계를 비롯한 사회 성격 등을 고찰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된다. 

2006년 복천박물관에서 실시한 복천동고분군 동편정

비사업 발굴구간(복천박물관 2008)에서 2령의 종장판

갑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조사구간은 고분군의 동쪽

사면 일대로 복천동고분군과 동래읍성 동장대 사이로

난 곡부에 해당한다. 이 구간은 경사가 급한 까닭에

일찍부터 구릉 사면을 L자상으로 층층이 절개하여 단을

짓고, 옹벽을 설치한 주택지가 조성되는 등 후대의 파괴

로남아있는유구의상태가양호하지않다.  조사결과,  5세

기대수혈식석곽묘가주로확인되는고분구릉의서편과

달리 동쪽 사면에는 4세기대 목곽묘의 분포가 확인되

었다. 

종장판갑이 출토된 164·165호분은 분묘의 장축이 긴

세장방형 목곽묘로 구릉 사면 말단부에 축조된 중·소

형분이다. 이전까지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종장판

갑은 고분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 대형 단독목곽묘 혹

은 주부곽식목곽묘(석곽묘)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런 소규모 무덤에 종장판갑이 출토된 점은 발굴 당시부

터상당한주목을받았다. 

복천동고분군에서는 종장판갑의 부장위치-주곽 혹은

부곽-, 찰갑과의 공반 유무 등으로 분묘의 계층을 구분

할 수 있다(김 민 1995). 대형분에서 찰갑과 판갑이 모

두 부장되고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중형분에는 판갑만 부

장된다. 이렇게 분묘의 계층성을 논할 때에는 특정 유물

의 부장 유무를 기준으로 하기에 앞서, 그 유물이 가질

수있는상징적, 사회적의미에대한치 한분석과해석

은물론, 부장품의양과질, 봉분의규모에서압도적이고

현격한차이가전제되어야한다(김종일2007). 하지만갑

옷이 부장된 분묘는 모두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는 등 무

덤의 입지, 규모, 부장유물의 양 등에서‘현격한’격차를

가늠하기곤란하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된 복천동 164·165호분은 입지,

분묘 형태, 부장유물의 양상 등에서 구릉 정상부 분묘들

과 양호한 비교자료로 생각된다. 분묘의 양상이 피장자

의 계층성을 반 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종장판갑 부

장분묘들사이에도계층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본고

에서는 우선 164·165호분 출토 종장판갑의 복원결과

를 정리하고 기존 종장판갑의 연구선상에서 164·165호

출토 종장판갑의 기술 속성과 형식, 계통에 대해 살펴보

겠다. 그리고 분묘의 입지와 형태, 공반 유물의 양상 등

을중심으로동시기에종장판갑이부장된대형분과비교

검토해보고자한다. 

종장판갑의제작기술

1. 164호분출토판갑

164호분출토갑옷은세로로긴철판을연결하여만든

종장판갑 형식이다. 3~4개의 단경호 구연부 위에서, 후

동부가 위로 향한 채로 출토되었으며 전반적인 유물 상

태는 양호한 편이다<사진 1>. 경부(頸部)는 고대판 1매

와좌, 우깃판2매가확인되며, 동체부(胴體部)는좌전동

부 2매, 우전동부 2매, 좌우 섶판 1매씩 2매, 후동부 5매,

협부 무판 2매 등 총 13매의 지판으로 구성되며 좌우 소

0201

이로서지금까지복천동에서출토된종장판갑은모두 20령에 달한다.

갑옷의보존처리는국립김해박물관보존처리팀김미도리, 임지현 선생님이담당해주셨다.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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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판 2매, 도련판 3매가 확인 된다. 그리고 각 지판은

좌우대칭의 동일한 크기가 아니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

각기 별도로 재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판은 1.5cm

가량중첩되며병류기법(못지름0.5cm가량)으로고정하

다<그림2, 3><사진2~6 참조>. 

먼저경부의고대판은총5매의지판으로구성된다. 모두

3단으로 구성되는데, 맨 아래쪽에 방형 지판 2매(8×

13.8cm, 9×14cm)를 횡으로 연접하고 그 상단에 반달모양

의 지판 2매(최대폭 각 6.5cm가량)를 종으로 중첩하 다.

그리고 맨 위쪽에는 폭 2.3cm의 깃바대판 을 부착하여

털 을 고정하 다. 깃바대판을 제외한 나머지 지판의 양

쪽끝은1cm 가량바깥쪽으로꺾어서마무리하 다. 고

대판의전체적인형태는복천동57호A, 86호B, 중산리IA-

75, 사라리55호출토갑옷과유사하다. 동체부와의연결은

후동부중앙, 좌·우1열지판에걸쳐못4~6개로고정된다.

깃판은 좌우 각 1매씩이며 후동부 1열 지판에 걸쳐지

는 것 으로 추정된다(좌:최대폭 29.0cm, 최대길이

15.0cm, 우:최대폭 28.5cm, 최대길이 13.7cm). 오른쪽 깃

판의일부가오른쪽후동판에2~2.5cm가량수착되어있

는데, 이러한 양상은 깃판이나 후동판에 홈을 파서 끼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깃판과 후동판 모두 이 부분

이훼손되어원형을알수없고수착된철녹부분은엑스

레이판독도불가능하 다. 깃판은2매의지판을횡으

로 연접하고 바깥쪽 상단에 동물털을 고정하기 위한 깃

바대판을 부착하 다. 또 동체부에 맞닿는 아랫변은

1cm가량 안쪽으로 완만하게 구부리고 여기에는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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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장판갑의각명칭은송정식(2008)에 준한다.

이 철판은기존에철판복륜으로칭하여왔으나, 종장판갑의구조에서볼때복륜의의미보다는털의흔적과함께확인된다. 즉 갑옷에장식한털을고정하기위한철판으로
생각되어이를깃바대판으로명명하 다(임지 ·이유진·이현주 2010).

고대판및깃판에서는털부착흔적이확인된다. 최근갑옷에부착된털의종류를주사전자현미경으로분석한연구에따르면 164호갑옷에부착된털은식육목족제비과에속하
는동물로추정된다. 또동물의털을뽑아서가지런히정리한후에중간지점에서실로엮어털이고르게분산되고탈락되지않도록고정한것이확인되었다(임지 외 2010). 

고대판의양쪽끝을구부린것은깃판의고정과관련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기능적으로복천동 57호 A, 사라리 55호 갑옷과같이편평한고대판에깃판의끝을구부려
고정하는방식과일맥상통한다. 

한편, 복천동 69호, 10호분 출토 판갑의 깃판 내부에는 가죽용 혹은 못용 구멍이 수 개씩 확인된다. 이 구멍은 깃판의 최대 폭(종방향) 부분에 뚫리는데, 깃판을 고대판에
고정하여 착장자의 어깨에 하중을 줄이고, 움직일 때 철판이 덜 거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164호의 깃판에도 이러한 구멍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
깝게도철녹과함께중간부분이결락되어확인할수없었다.

단, 깃판의 아랫변이 꺾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후동판을 절개하여 깃판을 끼우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현재 깃판의 아랫변이 끝까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랫변이끝까지꺾여있는구조라면깃판을세로로도려내고후동판에끼우는구조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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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164호분 갑옷 출토 상황

그림 1 종장판갑각부명칭

①지판(地板)

②무판

③섶판

④도련판

⑤앞길판

⑥뒷길판

⑦진동판

⑧소매판

⑨고대판

⑩깃판

경부

⑦
⑤

⑥ ⑧

⑨

⑩

② ①
③

④

흉부

복부

좌전동부 우전동부

개폐장치

5열 4열 3열 2열 1열 중앙

협부 협부후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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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cm의구멍을일정간격으로뚫었다.

동체부의 각 지판은 후동부 중앙 지판을 기준하여 위

쪽으로중첩된다. 후동부는총5매의지판으로구성되는데,

중앙지판(최대폭13.3cm, 최소폭12.2cm), 좌·우1열지

판 (최대폭 11cm)은 장방형, 좌·우 2열 지판(좌:최대

폭 9.6cm, 최소폭 6.0cm, 우:최대폭 10.5cm, 최소폭

7.5cm)은 소매판이 접합되는 부분을 L자형으로 절개한

지판이다. 각 지판은 신체의 곡률에 맞게 약간 유선형이

며 상단이 하단에 비해 약간씩 폭이 넓어 자연스레 어깨

쪽이넓고허리쪽이좁은형태의갑옷이만들어진다. 지판

연결용못의간격은대략7cm 내외이다. 

10

09

깃판의아랫변을꺾고구멍을뚫어가죽끈으로연결한것으로복천동 69호 출토품이있다.

좌1열 지판은상단길이 23.5cm, 하단 길이 19.5cm의 철판 2매를 연결하여 1매의 지판이구성된다. 10

09

사진 2 164호 종장판갑 오른쪽 깃판 엑스레이 사진

사진 3 164호 종장판갑 깃판

a.오른쪽

b.왼쪽



소매판(좌:10.1×15.5cm, 우:9.4×16.0cm)은 후동부

좌·우2열지판위로중첩하여3개의못으로고정되었다.

전동부 쪽으로 약간 구부러진 유선형으로 세 변 모두 바

깥쪽(후동부쪽)으로절판복륜하여마무리하 다.       

한편, 후동부중앙지판상단에4개의못흔적이확인된

다. 못은 ㅅ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고대판과의 접합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다. 이 못으로 고정된 별도의 소형

철판이나 유기질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복천동 57호

A 판갑에도 이와 유사한 못의 배치가 확인되는데 이 부

분에 소형철판이 덧대어져 있다. 또 복천동 10호분 출토

종장판갑의경우이부분에역凸자형부속철판을덧대어

고대판과 후동부를 고정하고 있다. 이 외에 경주 구정동

3호분 출토 종장판갑 2개체, 사라리 55호분 종장판갑에

도 이 부분에 구멍, 못의 흔적이 확인된다. 대체로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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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164호 종장판갑

a.전동부 b.왼쪽 협부

c.깃판 삽입 세부 d.왼쪽 소매판 접합 세부 e.개폐장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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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164호 종장판갑

a.오른쪽 협부 b.후동부

사진 6 164호 종장판갑 X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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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후동부의 접합을 지지하면서 유기질 끈 등 착장용

띠(帶)의고정을위한보조철판혹은구멍으로추정된다. 

그리고 중앙지판의 1/3 지점에는 못 네 개(좌·우 2개

씩)로 고정한 깃꽂이용 소형철판(잔존길이 3.0cm, 철판

두께 0.3cm)이 확인된다. 상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

는 알 수 없지만 H형, 또는 Ω형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

사한형태의소형철판을덧댄종장판갑으로복천동10호,

86호B 등이있다.

협부는 장방형의 무판 좌·우 각 1매로 구성된다. 오른

쪽 무판은 길이 24.3cm, 최대 폭 10cm, 왼쪽 무판은 길이

25.5cm, 최대폭12.0cm이며상단은거의직선에가깝다. 또

개폐장치가오른쪽무판과후동부우2열지판에서확인된

다. 양쪽지판의가장자리에지름0.2cm가량의구멍을1cm

내외의 간격으로 뚫고 가죽띠를 덧대어 가죽끈을 끼워

연결한것으로추정된다(혁대경첩Ⅱ류; 송계현1989).

전동부는좌·우각종장형의지판3매와횡장형지판

1매의4매로구성된다. 4열지판은겨드랑이부분인철판

의 상단이 신체에 맞게 둥근 곡선을 이룬다(좌 : 최대폭

10.6cm, 최소폭 9.8cm, 우 : 최대폭 11.7cm, 최소폭

10.7cm). 그리고 장방형의 5열 지판(좌 : 최대폭 9cm, 최

소폭 8.5cm, 우 : 최대폭 9cm, 최소폭 8.7cm)과 섶판(좌 :

최대폭 5.5cm, 최소폭 4.5cm,  우 : 최대폭 5.9cm, 최소폭

그림 2 164호 종장판갑

0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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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cm)이 중첩된다. 이들 세 지판의 상단에 횡장형의 앞

길판이연접된다. 그런데앞길판은좌, 우의폭이다르다

(좌 : 길이5.8cm, 우 : 길이8.5cm, 폭16.1cm).

2~3매의 철판으로 구성된 도련판은 동체부 지판 위쪽

으로 중첩되며, 한 지판 당 3~4개의 못으로 고정된다. 도

련판의 폭은 약 3.5cm 가량으로 도련판은 왼쪽 후동 1열

과 2열 지판 사이에서 마무리가 명확한 철판 2매가 중첩

된다. 한편, 엑스레이필름판독결과, 오른쪽후동부2열,

3열 지판 사이에서도 철판 연접 흔적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되는데육안으로는잘확인되지않는다.  

164호 갑옷의 복륜은 철판의 가장자리를 0.5cm 가량

접어마무리하는절판복륜(折板覆輪)기법이다. 

2. 165호분출토판갑

165호분은 유구의 삭평이 극심하여 갑옷의 대부분이

결실되고고대판과깃판일부만남아있다<사진7>. 고대

판위로두장의깃판이오른쪽방향으로포개진채확인

되었으며, 오른쪽 깃판은 분리되지만 왼쪽 깃판은 고대

판과 후동판 일부에 그대로 붙어있다. 철판이 약하고 수

착이 극심하여 바닥 흙과 함께 수습한 후, 그대로 고착시

키는 방법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하 다. 또 수착된 바닥

그림 3 164호 종장판갑

0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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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도유물의보존을위하여최소한으로제거했기때문에,

X선 관찰에도 다소 한계가 있다. 갑옷은 경부(頸部) 안쪽

의형태만파악할수있고동체부의형태는불분명하다.

고대판은 마치 퀼팅을 하듯이 여러 장의 철판을 포개

어 못으로 고정하 다. 전체적인 형태는 凸형으로 지금

까지 남지방에서출토된종장판갑의고대판형태와차

이가 있다. 결실이 심하기 때문에 동체부와 경부, 즉 후

동판과 고대판 하단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깃판

의 출토위치로 보아 고대판과 결합된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쓰러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대판은 2단

사진 7 165호 갑옷 출토 상태(1) 및 고대판 X레이(2) 

사진 8 165호 종장판갑(보존처리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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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으로볼수있다. 

우선 고대판의 맨 위쪽 지판(1단)은 고대판의 중심에

위치하는 종장형 철판으로 최대폭 108cm, 추정 길이

21.0cm 가량이다. 상단에는2.6×2.1cm의네모난구멍

이 뚫려 있다. 그리고 하단의 양쪽에는 5×6cm(좌), 6×

5cm(우) 가량의 방형 철판이 아래쪽에 놓이도록 덧대어

못으로 고정하 다. 그 아래쪽에는 길이 18.2cm, 폭

7cm의 철판(2단 지판)을 올린다. 이상 고대판의 형태는

凸를이루며못을일정간격으로박아고정하 다. 그리고

고대판 아래쪽에 길이 17.0cm, 폭 5.5cm(3단 지판)을 중

첩하여 고정하 는데, 지금까지 출토된 종장판갑의 형

태를종합해볼때, 후동부의진동판일가능성이높다. 

그리고 위쪽 돌출부에는 3매의 소형철판으로 구성된

깃바대판으로 털을 고정하 다. 먼저 양쪽 변에 곡선을

그리는폭2.5cm 가량의철판을부착하고맨상단에길이

9.0cm, 폭 2.5cm 내외의철판을중첩하여마무리하 다.

고정용못은지름0.5cm로못사이간격은3cm 내외이다.

1단지판과깃바대판사이에는유기질이촘촘하게잘남

아있으며, 주사전자현미경관찰을 통한 분석결과 소목

사슴과의동물털로추정된다(임지 외2010). 

또 고대판의 아래쪽 양변에는 깃판의 고정을 위한 구

멍이 일렬로 뚫린 장방형 철판(잔존길이 10.5cm, 폭

2.5~3.0cm)을 부착하 다. 구멍의 지름은 0.2cm, 간격은

대략1.5cm 내외이다. 

좌·우 깃판은 깃바대판을 포함하여 총 3매의 철판으

로 구성된다. 오른쪽 깃판(최대폭 23.2cm, 길이 14.6cm)

은 최대폭 4.5cm의 철판(상단) 위에 최대폭 11.0cm의 철

판(하단)을 횡방향으로 중첩한 후 4~5개의 못으로 고정

12

11

종장판갑의고대판에이런구멍을뚫은예는처음이다. 단, 시기와지역은다소차이가있지만상주신흥리고분군나 39호분, 경주동산리 35호분출토경갑(頸甲)에서원형의
구멍이확인된다. 경갑의 뒷부분가운데철판으로 165호 고대판구멍과위치가비슷하며, 크기도 2.5~3cm 가량으로유사한의도의것으로추정된다.

중첩되는 철판의 폭이 거의 통일된 164호 종장판갑과는 달리 165호 갑옷은 중첩되는 지판의 폭에 각기 차이가 있다. 적게는 1cm, 많게는 2.5cm까지 중첩된다. 이는 갑옷
제작에규격화된철판을사용하기보다전체적인형태에알맞게철판을조립했기때문으로추정된다.

12

11

그림 4 165호 종장판갑

0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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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리고 상단 지판에는 동물 털을 폭 2.5cm의 깃

바대판으로 9개 이상의 못을 박아 고정하 다. 하단 지

판은 고대판에 고정되는 부분에 지름 0.2cm의 구멍 2열

을 뚫었으며 이들 구멍을 가로로 엮은 가죽흔적이 바깥

쪽(뒷면)에 남아있다. 아랫변 곡선 부분에는 5개 이상의

구멍을뚫었으며가죽끈흔적이확인된다<사진10 참조>.

또깃판의꼬리부분에는지름0.3cm의구멍이뚫고끝부

분을 갈고리모양으로 바깥쪽으로 구부려 마무리하 다.

깃바대판의 하단 끝부분에는 횡방향으로 잔존 폭 1.8cm

의 소형 철판을 못으로 고정하 으나 끝부분이 결실되

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랫변 직선부분에는 바깥쪽으로

폭1.4cm가량별도의철판을못으로연접하 다.

왼쪽 깃판(좌 : 잔존폭 20.4cm, 잔존길이 16.3cm)도 오

른쪽과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형태로 끝부

13

이 철판이 전동부나 후동부의 철판이 수착된 것이라 본다면 오른쪽 깃판의 길이가 짧아진다. 보통 양쪽 깃판의 길이가 비슷한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철판을 연접하여
오른쪽깃판과길이를맞춘것으로생각된다.

13

사진 9 고대판 세부

사진 10 오른쪽 깃판

a.깃판 세부 b.가죽끈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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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일부가 유실되었다. 고대판과 결합되는 부분의 하단

일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아래쪽에

서4cm 지점에서フ자형태로약간꺾여있다. 이부분은

깃판을 고대판에 장착했을 때, 후동부 진동판에 깃판이

얹히게 가공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깃판 꼬리 부분에서

못 구멍 1개가 확인되는데, 깃판의 아랫변 곡선부분에

뚫린 구멍과는 다르다. 오른쪽 깃판에는 이 부분에 소형

철판편이 부착되어 있었다. 갑옷을 정리하는 와중에 와

문의 소형철판이 확인되었는데, 와문 장식의 못 1개가

깃판꼬리부분의철녹과연결된다<그림5 추정도참조>.

와문 장식 철판(잔존 길이 5cm, 잔존 폭 2cm)은 한쪽 끝

부분이 둥 게 말려 있으며 반대쪽은 끝이 약간 구부러

진형태이다. 

후동부는 수착과 균열이 극심하여 몇 매의 지판으로

구성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잔존 폭은 21cm가량이

다. 이 후동 지판의 아래쪽에 폭 9.6cm(중첩 폭 제외) 철

판 1매 가 중첩되어 있고 그 오른쪽 아래에 또 다른 철

판이 확인된다. 고대판과 후동부의 접합은 바깥쪽에서

볼때아래쪽으로중첩된다.   

3. 형식(型式)과 기술계통

이상164·165호출토종장판갑을기술속성에따른제

작기술분류 에따라살펴보겠다.

164호 종장판갑은 후동부 5매, 전동부 각 2매, 협부

2매의총11매의지판으로구성되며, 지판분할은Ⅱ류에

속한다. 협부구성은 지판과 폭이 동일한 1매의 무판을

포함하여 총 3매의 지판으로 구성(a류)되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 복천동 38호, 57호, 69호a, 86호a, 구정동

3곽a, b, 중산리IA-74호, 부산박물관소장품이있다. 따라

서164호분갑옷의복부구성은Ⅱa식으로분류된다. 

흉부구성은 좌우 전동부에 앞길판과 후동부에 소매판

16

15

14

지판의위치와폭, 약간의 굴곡이있는점으로보아소매판의가능성이있다. 하지만 현재이지판의오른쪽아래에포개어진지판의성격이모호하기때문에확언하기힘들다.

송정식 2008에 준한다.

164호에는 섶판이 각기 1매씩 접합되어 좌·우 전동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섶판은 지판분할과는 다른 구성원리에 의해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판분할 분류기준에서
는제외한다(송정식 2008).

16

15

14

사진 11 깃판 부착 소형철판

그림 5 소형철판 부착 추정도

0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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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착되는 구성으로 C1식 로 분류할 수 있다. 경부구

성은 2~3매의 철판을 횡으로 연접하는 고대판 ii형, 후동

부에 수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장식적 요소가 가

미되지않은깃판ⓒ1형이다. 이외에연접기법으로혁결

법, 개폐장치는 혁대경첩Ⅱ류, 복륜기법으로 절판복륜

등의제작기술속성이확인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164호분 출토 판갑은 Ⅱa형식(型式)

으로분류되며Ⅱ단계에속한다. 

한편, 165호분 출토 종장판갑의 고대판은 처음으로 확

인되는 형태이다. 고대판 분류기준에 따르면 ia형은 3매

이상의철판을종으로연접하여경갑(頸甲)과같은형태,

ib형은2~3매의철판을종으로연접한것, ii형은2~3매의

철판을 횡으로 연접한 것이다. 이러한 고대판의 형태 또

한, 다양하게 제작되던 종장판갑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

지고기술적인선택, 수렴되는과정으로볼수있다(송정

식 2008). 따라서 165호의 고대판은 i류에서 ⅱ류의 형태

로 전환되는 양상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후동부와의

접합을고려하면ⅱ형으로분류된다. 깃판은고대판과

의 결합방법에 따라 분류되는데, 고대판의 좌우에 연접

되고 후동부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b형이다. 165

호 갑옷의 깃판도 후동부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깃판의

측변에뚫린구멍을이용하여고대판과혁결하여고정하

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깃판으로는 복천동 57호 A와

사라리55호갑옷이있다. 

이상165호의경부구성을살펴보면ⅱ형고대판과b형

깃판이 결합되는 구조로 사라리 55호 출토품과 유사하

다. 흉부구성은 불확실한 면이 많지만, 복천동 57호 B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갑옷의 기술 속성 조합

에서복천동57호출토종장판갑A는 I형식의변형, 57호

B, 중산리IA-75, 사라리55호출토종장판갑은Ⅱa형식의

시원형으로파악된다(송정식2008). 따라서복천동165호

갑옷도기술속성으로볼때, Ⅱa형식중에서도이른형태

로생각된다.  

종장판갑 제작 기술에서 특히 소매판의 유무와 함께

협부구성은 기술계통의 차이를 보여주는 근거로 확인된

다(송정식 2003·2008). 복천동을 비롯한 경주, 울산 지

역에서는 I·Ⅱa형식의 갑옷(협부 구성 a, 소매판 부착)

이 주를 이루지만, 김해 지역에서는 Ⅱb·Ⅲa·Ⅲb형식

의갑옷(협부구성b, 소매판이부착되지않음)이분포한

다. 따라서 전자를 경주·울산식(慶州·蔚山式), 후자를

부산·김해식(釜山· 海式) 판갑으로 볼 수 있다 (송

정식·이유진2008).

그리고 종장판갑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발전양상을

3단계로 구분하면 복천동 고분은 1단계에 경주·울산식

의 양상이 보이다가 2단계가 되면 부산지역 특유의 형식

이 확립된다(송정식 2008). 즉 1단계에 복천동 고분에서

확인되는초현기종장판갑인복천동38·86호출토품등

은경주 구정동, 울산 중산리 출토 종장판갑과 접한 연

관성이보인다. 그리고2단계에는복천동86호B·69호B·

사라리55호등과같은Ⅱa형식과복천동71호A·46호·

42호 같은 Ⅱb형식이 공존한다. 복천동 164·165호분 출

토종장판갑은두점모두Ⅱa형식으로분류되며2단계의

이른형식으로기술속성이경주·울산지역과공유된다.   

한편, 165호 종장판갑은 경부의 털장식, 와문 철판의

존재는 부산·김해의 지역성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털이 부착된 갑옷은 부산과 김해에서 확인되며, 와문이

갑옷에적용되는사례는대체로김해지역에서확인된다.

앞으로관련자료가더누적되어야겠지만현재로서는복

천동 165호 갑옷이 가장 이른 예로 생각된다. 그리고 김

해지역종장판갑의제작이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부산

19

18

17

흉부구성분류를기준으로하면 164호 갑옷은후동부에소매판, 전동부에앞길판과섶판이있어 B식과 C식 모두와비슷한데, 앞길판이존재한다는점에서 C식으로분류할
수있다(송정식 2008). C식은 다시뒷길판과전동부진동판의조합에따라다시 4식으로세분되는데, 전동부에앞길판만있으면서후동뒷길판이 1단인 C1, 2단인 C2, 전동
부에진동판만있으면서후동부뒷길판이 1단인 C3, 2단인 C4식에 해당한다. 
164호의 경우, 후동 뒷길판이존재하지않는데고대판은모두 3단으로구성된다. 종장판갑의고대판은대체로 2단으로구성되며후동부와의접합을위한부속판이부착되거
나, 복천동 42호와 같이 3단 구성이라도마지막단지판의폭은좁다. 이는 고대판과후동판의접합용이라는기능성을고려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 지판의기능을고려
했을때 164호는 3단 철판의폭이큰편으로후동과의고정이라는기능보다는경부와흉부를구성하는기술적인선택에서뒷길판의요소로도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ia류는 고대판이후동부의바깥쪽으로중첩되고, ib류는 바깥쪽중첩과안쪽중첩이모두확인된다. ⅱ류는 바깥쪽으로중첩된다.

여기서경주·울산식, 부산식이라는것이갑옷의제작지를일컫는것이아니다. 전고에서언급하고있듯이, 이는 제작기술의공유라는의미로지칭한것이다. 19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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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김 민

2008), 복천동의 향성을다시금확인할수있다.

종장판갑의부장양상

1. 유구(경주형목곽묘)와의관련성

복천동 165호분은 164호분에서 남서쪽으로 4m가량

떨어져있다. 유구의삭평과유실이심하여북쪽단벽일

부만 확인되며 잔존깊이도 얕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

이174cm, 폭129cm, 깊이10cm 정도로바닥의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목곽묘로 추정된다. 부장유물로는 북쪽

단벽에 노형토기 1점, 단경호 3점 가량을 부장하고, 그

남쪽으로 종장판갑을 놓았다. 유구의 상태는 물론 유

물의 부장위치도 불확실하지만, 묘광의 폭은 물론 목곽

의 폭도 100cm 가량으로 164호분과 유사한 형태의 유구

일가능성이높다. 본고에서는165호분에대해서는더이

상검토하기어려우므로164호분을중심으로살펴본다. 

복천동 164호는 묘광의 잔존길이 462cm, 폭 147cm,

깊이42~55cm, 목곽의최대폭110cm 정도인목곽묘이다.

종장판갑이현아스팔트도로아래쪽에서확인되었는데,

유물만 긴급히 수습한 후 더 이상의 유구 조사는 불가능

하 다. 따라서목곽이동쪽으로더연장될가능성, 격벽

이나 부장곽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잔존 길이로 어림잡아 보아도 묘광의 장단축 비

는1:3.14로그동안복천동고분군에서확인된목곽묘중

에서 세장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분묘는 흔히 경21

20

164호와 비교하면두향방향이반대거나갑옷의부장위치가반대방향이다.

현재 확인 가능한 묘광의 잔존길이 462cm와 도로 아랫부분의 묘광 연장길이 약 50cm(갑옷 출토 부분)를 더하면 약 510cm 정도이다. 유구의 끝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이렇게비율을산정하면무의미할수있지만, 장단축 비가 3.14보다 큰어느점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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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종장판갑의 형식과 지역성(사선 위 : 경주·울산식, 아래 : 부산식 판갑)(송정식·이유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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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목곽묘 로 분류된다. 별도의 목관 흔적이 확인되

지않았기때문에외곽내관의형태인지는확실치않으며

바닥은생토면을그대로사용한것으로추정된다. 

부장공간은피장자가위치했을묘광의가운데부분, 약

150cm정도의공간을제외하면크게남쪽과북쪽단벽쪽

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적갈색연질양유부호1점, 발1점,

파수부옹 1점, 노형토기 1점과 고배 5점, 유개대부직구호

1점, 양이부단경호 3점, 소문단경호 2점, 타날문단경호 5

점, 통형기대 1점, 노형기대 2점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

촉, 철겸, 철모, 곡도자, 유자이기와종장판갑의철기류가

출토되었다. 경식과 같은 장신구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무덤의규모에비해많은토기와종장판갑이부장된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복천동 164호분은 종장판갑을 부장한

분묘중경주구정동3호분, 사라리55호분등과분묘의형

태, 유물의부장양상등에서유사성이확인된다.

먼저 경주 구정동 3호분(국립경주박물관 2006)에서는

두 개의 종장판갑이 출토되었는데, 복천동 38·86호 출

토 갑옷과 유사한 I형식이다. 유구는 묘광 길이 800cm,

폭 185cm로 장단축비가 1:4.32로 현재까지 조사된 세장

방형목곽묘중대형이다. 종장판갑은무덤의중앙, 피

장자의 발치 쪽에 부장되었고 갑옷 옆과 아래쪽에서 양

이부호, 양뉴부소옹, 양뉴부첨저옹, 심발, 소형토기, 철

촉이 출토되었다. 무덤의 북동쪽 단벽에서는 철촉, 철모

가, 남서쪽 단벽에는 대호, 단경호, 장동옹이 부장되었

다. 또 무덤의 가운데 부분에는 목곽 상부에 부장되었다

가 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모, 검, 유자이기, 노형토

기, 단경호 등이 확인된다. 구정동 3호분에서도 옥류를

비롯한 장신구류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으며, 갑옷을

비롯한 의기성 장신형 철모 등 철기가 다량 부장되어 있

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정동 3호분은 복천동 164호분

에 비해 규모가 크며, 묘광의 폭은 30cm가량 차이가 있

지만목곽의최대폭이110cm 가량으로유사하다. 

이러한 양상은 사라리 55호분( 남문화재연구원

2007)에서도 확인된다. 55호분은 묘광의 길이 655cm, 폭

151cm인 세장방형 목곽묘로 격벽시설이 확인되는 주부

곽식 묘제이다. 55호분은 사라리 목곽묘 중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며 구릉 상단 중앙부분에 입지한다. 부장

유물은 북쪽의 주곽(길이 315cm, 폭 111cm)에서 양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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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복천동 165호분 유구와 출토유물(음 부분이 종장판갑 부장위치) 그림 8 복천동 목곽묘의 장단축비

3세기 말 이후 남지역의 목곽묘는묘광의 장단축비에따라크게김해형과경주형으로 나눌수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장단축비가 1:3~5인 세장한 형태가, 김해지역에
서는광폭형의목곽묘가채용되는지역적특성이확인된다.

본고에서미처검토하지는못했지만, 최근 종장판갑이보고된경주동산동 34호분(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도 이와 유사한부장양상이확인된다.

보고자는격벽이확인되지는않지만주곽대부곽의비가 1:1 정도인 주부곽식목곽묘로보고있다.

최종규(1983)는 와질토기와 도질토기가 공반하는 양상을 근거로 고분의 연대를 4세기 전반기로, 안재호(1992)는 구정동 2·3호분을 울산 하대 II기보다 늦고, 김해 예안리
I기와 평행한것으로본다. 그리고 보고자는이들분묘의양상이월성로가-13호분보다이른것으로보고, 4세기 전반까지소급할수있다고한다(국립경주박물관 2006).

사라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곽묘는 묘광의 장단축비에 따라 방형(1.9:1), 장방형(1.9~3.0:1), 세장방형(3.5~4.6:1)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세장방형은 모두 주부곽식이다(김
미숙 2007). 보고자는이재흥(2006)의 편년에따라사라리Ⅱ-3단계로분류하고 3세기후엽으로편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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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저옹, 연질옹 등 구정동과 유사한 토기 양상이 확인되

고남쪽부곽(길이262cm, 폭 110cm)에서는갑옷과함께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대부직구호, 오리모양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종장판갑은후동부가위쪽으로올라온

채 출토되었는데, 북쪽 묘광 끝에서 갑옷의 고대판까지

의거리가약480cm, 호류와함께위치하는양상, 목곽의

폭이110cm가량인점이복천동, 구정동과유사하다.

종장판갑은구정동은I형식, 사라리, 복천동은Ⅱa의초

기형식으로같은기술계통으로생각되며출토양상도흡

사하다. 그런데구정동에서는2령의종장판갑이복수부장

되며, 그 외는 각 1령씩 단수부장 된다. 이는 분묘의 규모

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복천동, 사라리의

규모가거의비슷하며이에비해구정동은대형에속한다.    

소위금관가야권역인동래에서경주형묘제가채용되

고있다는점에대해김 민(2008)은양지역의단속적이

그림 10 구정동 3호분 유구와 출토 유물(음 부분이 종장판갑 부장위치)그림 9 복천동 164호분 유구와 출토 유물(음 부분이 종장판갑 부장위치)

그림 11 사라리 55호분 유구와 출토 유물(음 부분이 종장판갑 부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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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같은경주식목곽묘의존재는경주황성동22호, 구

어리1호분과같이경주에존재하는부산식목곽묘의존

재와일맥상통한다는것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 164호

분은 경주식 목곽묘의 채용은 물론, 부장유물의 배치까

지도 구정동, 사라리와 공통된다. 장제(葬制)의 채용이

피장자의 정체성을 절대적으로 반 하는 보수적인 요소

라면(홍보식 2006), 이러한 양상은 164호분 피장자가 경

주출신이었을충분조건이된다. 

2. 공반 유물과의관련성

이러한 유구의 형태, 유물 부장의 배치상태 외에 부장

유물로는 종장판갑과 함께, 양이부호, 양뉴부소옹, 타날

문토기, 직구호 등의 기종이 출토되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외에164호에부장된토기의전반적인양상은소위금

관가야식 토기라는 김해지역 출토 토기와 공통된다. 복

천동 고분 내에서 164호분 출토 토기는 4세기대 중·후

반으로 추정된다. 복천동은 아직 보고서가 완간되지 않

았기때문에토기문화를부분적으로파악할수밖에없는

데, 이시기의양상에관해서는57호, 60호분보고서의고

찰 부분에 대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부산대학교박물관

1995). 보고자는출토토기를형태적특징에따라세분하

고기종구성에따라크게6기로분기하여복천동의목곽

묘단계를편년하 다(이재현1995).  

이에따르면Ⅲ기는김해-부산식토기문화가정착하는

시기로 Ia형 고배와 통형기대가 출현한다. 노형기대와

통형기대에 컴퍼스에 의한 원문 또는 연호문이 시문되

고, 대각에는 凸형 홈을 파는 것이 특징이며, 복천동

42·43·46·57·60호분이여기에해당된다. 또Ⅳ기는

광구소호와 함께 고배 Ⅱ류가 등장한다. 고배는 모두 단

각으로 투창은 삼각형과 만곡형이 공존하며, 44·69·

71·74호분이해당된다. 

복천동 164호분 출토 유물은 노형토기 Ⅱ류, 고배 Ia,

Ⅱa류, 통형기대 I류 등으로 분류되어 Ⅲ·Ⅳ기의 어느

시점에속한다. 노형토기, 역자형홈이파인통형기대,

단각의 I, Ⅱ류 고배 등은 복천동 고분의 토기 문화를 구

성하는 기종이고, 특히 고배는 69·71호(복천박물관

2009)와 극히 유사하다. 이러한 토기의 양상은 김해지역

토기문화와 공통된다.   

69호와71호는164호분과가까이위치하지만, 구릉정상

부에 위치하는 주부곽식 목곽묘이다. 부장유물에 대해서

는부분적으로만알려져있는데, 종장판갑은모두부곽에

서출토하 다. 69호Ⅱa식, 71호는Ⅱa과Ⅱb식종장판갑

이각기2령씩복수로부장된다. 토기의편년에따르면이

와 164호분은 동단계로 볼 수 있으며 종장판갑의 형식도

동일하다. 하지만무덤의입지, 규모에서도격차가확인되

며종장판갑의부장수량에도차이가있다.

한편, 부산-김해지역의 토기문화의 공통성은 흔히 이들

지역이 하나의 정치 권역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논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부산과 김해지역에서 출토하는 외절구

연고배를 지표로 두 지역을 연맹관계로 설정(신경철

1995·2000)하는안을기초로다양한의견이제시된다. 대

체로외절구연고배와파수부노형토기의분포범위를금관

가야권역으로규정(홍보식1999, 김 민2008)하고부산은

김해지역을상위에둔연맹으로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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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복천동에 보이는 김해적 요소는 인적 교류와 함께 물적 교류를 수반하지만, 신라계 요소는 물적 교류를 수반하지 않고 인적 교류에 국한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지
적하고있다.

한편, 165호의경우연대를비교할만한완형의토기자료가확보되지않지만, 노형기대대각부및타날문단경호의형태로보아서는 164호보다약간이른시기의것으로볼수있겠다.28

27

복천동 예안리 I 예안리 II 시기/단계
(이재현 1995) (신경철 1985) (안재호 1993)

I Ia I 전엽

II 중엽

III Ib II 후엽

Ⅳ III 말

Ⅴ Ic Ⅳ 5C 초

Ⅵ IIa

표 1 부산·김해지역 목곽묘 출토 토기의 상대 편년(이재현 1995)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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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도 이권관계에 따라개인, 단체,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연합과 반목이 순식간에 뒤바뀐다. 이러한 인간사회의 특성으로만 보더라도 토기문화가 유사하다는 점
만으로 200여년 이상 부산과 김해가 동일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연맹, 혹은 복속관계에 있었다는 설정은 무리가 있다. 이는 오히려 공통의 토기 시장-생산과 유통
망-이 형성되어있었을것이라는경제적관점에서해석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29

여기서늘논란이되는것이토기문화가정치권역을반

한다는 가정이 검증하기 까다로운 가정이라는 점이

다. 164호의 예에서 보듯이 무덤에 부장된 토기는 김해

와의공통성도있지만, 경주와의공통성도간과할수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토기문화에서 경주적 요소가 혼재되는

것이단적인교류관계혹은이전시기에유입된경주문화

요소의 자체적 변용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164호와 같이

경주식목곽묘라할수있는묘제도복천동에서확인된다.  

따라서피장자의출자는차치하더라도복천동고분에서

경주지역과공통되는요소들을이례적인것으로간주하고

토기문화에 가중치를 두어 김해와 일방적인 연맹관계를

설정해서는양지역문화요소의혼재는이해하기어렵다.

여기서복천동고분군의개별유구에서확인되는김해적,

경주적요소의혼합을양지역정치체간의연합관계내지

친연성으로보고복속혹은종속관계를설정하는것을경

계해야하며, 복천동수장층이구사한정치전략에서이러

한양문화요소의복합으로나타난것이라는견해가주목

된다(이재현 2004). 164호에서 확인되는 복합적인 요소도

이와같은연장선상에서해석할수있으며, 복천동고분집

단을단순히금관가야연맹으로만설명할수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복

천동집단이양지역의문화요소들을선별적으로채용한,

복천동집단의독자성혹은독립성에중점을두고싶다.

판갑부장의지역성과계층성

이상 복천동 164호분을 중심으로 판갑의 부장양상과

공반유물에대해살펴보았다. 분묘의형태, 부장품의종

류, 위치 등으로 보면 164호분에서는 경주 구정동, 사라

리, 동산리 등과 공통성이 확인된다. 또, 종장판갑의 제

작기술도 부산과 경주지역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경주지

역 판갑 부장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164호분

의 양상을 살펴보면 복천동 무덤 중, 종장판갑이 부장된

29

사진 12 복천동 출토 4세기대 고배

d.71호c.69호

b.60호-주곽a.164호



분묘간에도어떤격차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종장판갑의부장양상은부장수량, 부장위치, 종장판주

와의공반관계에따라일정한경향성이확인된다(김 민

1995, 신경철 1997, 송정식 2003). 164·165호분에는 종장

판갑이 1령씩 단수 부장되며, 종장판주를 공반하지 않는

다.복천동에서종장판갑이단수로부장되는분묘는46·

42·10호이며, 2령 이상 복수로 부장되는 분묘는 38 ·

57·71·69·86호가있다. 전자는부산식, 후자는경주·

울산식기술속성이확인되므로종장판갑의부장수량은

지역적특성을반 하는요소로볼수있다(송정식2003). 

그런데 경주·울산식 종장판갑에서도 구정동은 복수

부장이지만, 사라리, 중산리, 동산리는 단수부장이다.

164·165호분 종장판갑도 마찬가지로 단수부장이다. 이

는 종장판갑의 부장 수량이 제작 기술의 공유와 함께 지

역적 특성을 반 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분묘 규모와

도 관련이 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복천동 164호,

사라리 등은 분묘의 규모가 비슷하지만, 구정동과는 차

이가 있다. 이러한 분묘의 규모에 따른 종장판갑의 부장

수량차이는복천동내에서도확인된다. 

한편, 종장판갑과 찰갑의 공반유무는 지금까지 갑옷

부장에 따른 분묘의 계층 연구에 기준이 되었다. 찰갑은

최고위층의 전유물이고 종장판갑은 선택적으로 수용되

기도 하지만 그 하위층도 소유할 수 있는 유물로 간주되

었다(김 민 1995). 그런데 4세기대 복천동의 목곽묘에

는 찰갑 부장에 공백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층에 따른

갑옷의 선택적 부장 문제 검토는 시기가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찰갑의 공반유무를 차치하더라도 종장판갑 부

장 분묘 내에서도 상기와 같이 분묘의 규모에 따른 부장

수량 차이가 확인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종장판갑에

대한 지역적 특성으로 부장 수량이 고려되었지만, 여기

에는분묘간의계층성 도반 되고있다고생각된다.

먼저 분묘의 입지를 고려해 보면, 복천동 고분은 대형

분이주능선을따라순차적으로배치되고나머지는주변

에배치된다. 이러한양상을근거로이재현(1995)은당시

최고위층 내에는 계승관계 또는 혈연적 신분에 따라 묘

지의선정에엄격한차별과규제가있었다고보았다. 즉,

주능선에 배치된 56·38·73·54·32·26·22·11호는

적통 계승자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71·69·60 ·42·

36호의피장자는비적통으로볼수있다. 따라서고분구

릉의 사면에 위치할수록 구릉 정상부에 비해 사회적 지

위가낮은그룹에속하는것으로볼수있다. 복천동고

분군내에서경주형목곽묘가고분구릉의사면에입지한

다는 점은 분묘 조성에 반 된 당시 사회의 계통과 계층

등을살펴볼수있을것이다.  

복천동분묘의입지에따른갑옷의부장유무는<그림12>

와 같다. 특히 종장판갑은 구릉 정상부에 입지한 분묘를

중심으로 부장되는데, 정상부에 입지하지만 갑옷이 부

장되지 않는 분묘도 확인된다. 즉, 복천동에는 종장판갑

이부장되지않더라도분묘의규모나부장유물의양에서

판갑이 부장된 분묘와 유사한 것이 존재하므로, 종장판

갑이라는 특정 유물의 부장유무만으로는 복천동 분묘의

계층성을논하기어렵다.  

종장판갑은 고분 구릉의 남쪽에서 I형식이 확인되며

북쪽으로 갈수록 Ⅱa식, Ⅱb식이 점차로 확인된다. 이러

한분포는분묘축조의시간성과도관련된다. 그리고 I·

Ⅱa식은 경주·울산식, Ⅱb식은 부산식 종장판갑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갑옷이 복수, 후자는 단수로 부

장된다. 이중, 164호의입지, 규모를고려했을때, 경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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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기의종장판갑은찰갑과공반되는데, 이는 갑주의복수부장으로볼수있다(송정식 2008).

분묘의 계층성 연구는 계층 구분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성격이 구체적으로 논해져야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판갑 부장과 관련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다루기 방대하므로
추후연구에서보완해가도록하겠다. 

60호·42호와 같이규모가초대형임에도불구하고입지상의우위를점하지못하고있는점은당시의계승관계나혈통적신분관계에서연유한것으로보았다.

한편, 주보돈(1997)은 복천동 고분을 남쪽에서부터 A, B, C군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가계(家系)의 차이로 보았다. A(38·57호 등), B(42·44·46호 등)군에 비해 C(10·11
호, 21·22호 등)군이 입지상 우월하고 수량도 많으며, 분묘 조성상의 정형성도 확인되기 때문에 계급, 계층 분화의 진전으로 볼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신라의 지배가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 다. 하지만 각 가계의 경계에 미조사 구간이 있어 기초자료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A군에서 C군으로 시간적인 변화도 포함
되어있기때문에시간성과계층성에기인한것의구분이쉽지않다. 

4기의 종장판갑이부장된 86호분은여기서예외적으로볼수있는데, 이에 대해서는전고(송정식·이유진 2008)를 참고하기바란다.34

33

32

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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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식 종장판갑은 무덤의 규모에 따라 부장 수량에 차

이가있음이확인된다. 

결론

이상복천동164·165호에서출토된종장판갑의형식과

기술계통을 살펴보고 유구와 공반유물에서 확인되는 특

징을 검토해보았다. 164·165호에서 출토된 종장판갑은

제작기술속성을기준으로Ⅱa형식(型式)인경주·울산식

판갑으로 분류되며, 종장판갑 편년 3단계 중 Ⅱ단계의 이

른시점으로편년된다. 동단계에속하는고분구릉정상부

대형분에서는 종장판갑이 2령 이상 복수로 부장되지만,

중소형분은1령씩단수로부장된다. 복천동에서경주·울

산식 판갑(Ⅰ·Ⅱa식)이 부장되는 단계에는 분묘의 규모

에따라부장되는종장판갑의수량에격차가있다.  

한편, 164호분은장단축비가1:3 이상인세장방형목곽

묘로 소위 경주식 목곽묘에 속한다. 부장토기의 양상은

소위금관가야식토기라불리우는김해지역토기와공통

되고복천동에서도양지역의특성이극명하게반 되어

있는 분묘라는 점에서 상당히 특징적이다. 따라서 출토

토기의 형식학적 분석만으로 부산-김해지역의 친연관

계, 부산-경주지역의 배척관계를 논할 수 없다. 또, 복천

동에서경주식목곽묘가사면에입지하고있다는점에서

이시기부산지역정치체의정체성을엿볼수있다.  

종장판갑은지금까지복천동고분구릉정상부에위치

한대형무덤에부장되고있어상위계층의전유물로생각

되어 왔지만, 164·165호분과 같이 무덤의 입지, 규모,

부장유물의양과질적인면에서중형분에속하는분묘에

서도 종장판갑이 부장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종

장판갑의 부장 유무만으로는 분묘의 계층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구정동 3호, 사라리 55호분, 부산 복천

동 69호, 71호분 등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분묘의 규모

에 따라 대, 중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형분에는 2령,

중형분에는1령의갑옷이부장된다. 

4세기대복천동고분축조집단은분묘의입지, 규모에

따라 계층성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종장판갑의 부장 수

량에도차이가있다. 여기서복천동분묘전체에있어종

장판갑 부장 분묘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토하기 어렵지

만, 종장판갑의 소유 의미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대

체로갑옷등의무구류, 무기류의다량부장은강력한왕

권, 권력, 군사력의 장악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164

호의 예에서 보면 종장판갑의 소유가 곧 군사력을 장악

하고 있었음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5세기

이후에 경주지역 대형봉토분에서 갑주류가 출토하지 않

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세기대 복천동에서도 부장

된 갑옷이 곧 최상위층의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은 아니

라는점을알수있다. 

그림 12 복천동고분군 갑옷 출토 유구(빨간색 : 종장판갑, 파란색 : 찰갑, 초록색 : 횡장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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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cient tombs found in Bokcheon-dong, Busan originate from the time between the 4th and 5th centuries, the
period of the Three Nations. They are known as the tombs where the Vertical Plate Armour was mainly buried. In 2006,
two units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were additionally investigated in the tombs No.164 and No.165 which had been
constructed at the end of the eastern slope near the hill of the group of ancient tombs in Bokcheon-dong. Throughout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two units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whose preservation process has been completed,
have been arranged, while the group of constructed ancient tombs in Bokcheon-dong from the 4th century has been
observ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burial pattern.

The units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from the tombs No.164 and No.165 can be classified as the IIa-typed armor
showing the Gyeongju and Ulsan patterns, according to the attribute of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Also, they can be
chronologically recorded as those from the early period of Stage II among the three stages regarding the chronological
recording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While more than two units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were buried in the large-
sized tomb on the top of the hill of the group of ancient tombs, one unit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was buried in the
small-sized tomb. By considering such a trend, it can be said that in the stage of burying the armor showing the
Gyeongju and Ulsan patterns (I-type and Ⅱa-type), different units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were buri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tomb. However, as the armor showing the Busan pattern (Ⅱb-type) was settled, only one unit was
buried.

Meanwhile, the tombs No.164 and No.165 can be included in the wooden chamber tomb showing the Gyeongju
pattern, which is a slender rectangular wooden chamber tomb  with the aspect ratio of more than 1:3. However,
according to the trend shown by the buried earthenware, it can be said that there seem to be common types and
patterns shared with the earthenware which has been found in the area of Gimhae and is called the one showing the
Geumgwan Gaya pattern. In other words, there seem to b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ject tombs and the tomb
No.3 in Gujeong-dong and the tomb No.55 in Sara-ri, Gyeongju, regarding the types of armor and tombs and the
arrangement of buried artifacts. However, the buried earthenware shows a relationship with the areas of Busan and
Gimhae. By considering the combined trend of the Gyeongju and Gimhae elements found in one tomb,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the group of constructed ancient tombs in Bokcheon-dong used to be actively related with both areas.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Vertical Plate Armour used to be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upper hierarchy until now,
since it was buried in the large-sized tomb located on the top of the hill of the group of ancient tombs in Bokcheon-
dong. However, as shown in case of the tombs No.164 and No.165,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Vertical Plate Armour
was also buried in the small-sized tomb in terms of such factors as locations, sizes, the amount of buried artifacts and the
qualitative aspect.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discuss the hierarchical characteristic of the tomb just based on the buried
units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Also,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armor used to symbolize the domination of the
military forces. The hierarchical characteristic of the group of constructed ancient tombs in Bokcheon-dong from the 4th
century can be verified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size of each tomb. As are sult, the re seem to be some differences
regarding the buried units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carry out amore multilateral
examination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burial of the vertical plate armour could be regarded as the artifact which
symbolizes the status or class of the dec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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