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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cient times, immigrants from Baekje wore various kinds of costumes that provided tech-
nological and aesthetic guidance for the Japanese costume, which has been modified and changed 
in Japan. The clothing and ornaments were strongly influenced directly by costumes of the 
Baekje period; therefore, many of the Japanese costumes at that time were crafted in the Baekje 
style. Through the antique records, paintings of tombs and bequests, we were able to find sim-
ilarities between Baekje and Japan costumes in these categories: clothes, headgear, belt hooks and 
belt plaques, bronze shoes, and ornaments. (1) Clothes : They wore high-shaped hat and jacket(:
襦) and trousers(;袴) tied the bottom. (2) Headgear : There was a gilt bronze Conical Cap at-
tached to the long tube with terminals in the shape of a hemisphere. (3) Belt hooks and belt 
plaques: There were horse-shaped belt hooks in mane styles and a checkered pattern on the low-
er part of the haunch and a belt Plaque shaped like the face of an animal. (4) Gilt bronze shoes: 
They were made with the style that had two side plates fixed in the instep side and heel-side. 
(5) Ornaments : They were made with flower-shaped plaques and spiral-shaped decorations. One 
earring was made with a three-winged pendent that were connected in a chain style and the oth-
ers were in unique forms that were made by connecting narrow rings and a heart-shaped 
pendent. 

Key words: conical hat(변형모), flower-shaped plaques(화형장식품), gilt bronze shoes(금동리), 
horse-shaped belt hooks(마형대구), spiral shaped decoration (나선형장식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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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반도의 삼국은 고대 일본1)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는 왜(倭)2)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사료

상 양국 사이에 문화적, 정치적 교류가 활발하게 나타

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일본

학계에서는 왜 왕권에 백제가 종속되었다고 보았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백제가

선진문물을 왜에 전해주고 왜는 백제에 대하여 군사

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3)

특히 백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가 최

신의 문화와 기술을 전한 사실은 여러 가지 문헌이

나 금석문 자료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

미술이나 고고학분야에서도 횡혈식 석실분이나 기와

연구를 통해 일본속의 백제문화를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

우선 日本書紀내에 기록되어 있는 왜의 한반도

군사 파견기록을 분석하면, 모두 왜가 주체가 되어

활동한 것이 아니라 백제가 주체가 되어 수행한 전

쟁에 지원군의 형태로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내에 있었던 백제에서 일본열도로 간 인

적 교류의 현황을 고찰하면 4세기말 이래 지속적으

로 백제의 왕족과 귀족의 파견이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왜의 군원이 파견될 때마다 백제

에서는 반대급부로 박사(博士) 및 승려 등 전문지식

인의 파견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

으로 당시 백제와 야마토 왜의 관계가 腆支.昆支.斯

我君 등의 왜국 파견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국의 왕족 간 혼인에 의해 화친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백제

가 선진문물을 전해주고 일본의 군사력 제공이라는

용병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6세기만이 아니라 아직기와 왕인을 통한 4세기말부

터 지속된 백제와 왜의 교류방식이었다.5)

한편 고대 일본 복식문화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삼

국시대 고구려, 백제, 고신라, 가야 모든 국가들에 연

결되어 있다. 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제 관련 자료들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서 일본속의 백제계 자료를 찾으려 해도 그 비교자

료가 많지 않아서 주로 삼국시대 전체와 일본 복식

자료를 비교하는 연구들6)이 이루어져 왔으며, 백제

와 일본복식을 비교 연구하는 경우도 주로 의복부분

만을 다루는 연구7)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백제지역의 발굴조사가 늘면서

백제 관련 복식자료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일본

고분시대 복식과 백제와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은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일본 고대 복

식문화와 백제 복식문화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고대 일본 복식문화에 미친 백제복식의 영

향을 실질적인 복식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 방법은 먼저 일본 고대 문화 전반에 미친 백

제문화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고찰하고, 백제만의 특

징을 가지고 있는 복식들을 의복, 변형모, 대구, 대금

구, 금동리, 장신구등으로 분류하여 그 양식을 설명

하고 일본 복식 유물들과 비교 분석하여 일본 고대

복식에 미친 백제 복식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

고자 한다.

Ⅱ. 일본 고대 문화와
백제 문화와의 관계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백제의 정세와 관련지어 백제와 왜 관계를 살펴볼

경우, 첫째, 5세기 전후의 시기 즉, 광개토왕 남정에

따른 백제인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 주민의 이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에 있어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왜와의 통교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고 보아진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에 의하면 397년에 阿莘王이 왜와 더불어

동맹을 맺고 태자 전지를 인질로 보내었다고 하며, 일
본서기에는 같은 해 阿花王이 왕자 직지를 보내어

우호를 맺었다고 한다. 두 번째의 대규모 집단적 이

주는 5세기 말의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수도 漢城의

함락과 蓋鹵王의 죽음으로 인한 왕권의 일시적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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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7세기 중엽의 백제국가 멸망기에 행하여졌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의 경우, 660년의 신라와 당군에

의한 백제의 멸망으로 전개되었다. 삼국사기에 당

시 상황을 엿보게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왕권과 지

배층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국땅에

잡혀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멸망기의 혼란한 정

세는 백제유민의 왜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시켰다

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의 백제계 이주민

의 수용은 왜인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지니

고 있던 선진 기술과 지식 및 정신문화 등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수용을 하였다고 생각된다.8)

한편,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는 문화전파자인 이
주민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 사

서에는 應神천황의 시대에 秦氏나 漢氏의 선조가 많

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귀화 혹은 參渡하였다고 한다.

우선 고사기 중권 應神段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백제의 국주인 소고왕이 숫말 한 필과 암말 한 필
을 아지길사에게 붙여서 바쳤다. <이 아지길사라는
자는 아직사 등의 선조이다.> 또 횡도와 대경을 바

쳤다. 또 백제국에 만약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바
쳐라명하였다. 그러므로 명을 받아 사람을 바쳤다.
이름이 화이길사였다. 즉 논어 10권, 천자문 1권을

합쳐 11권을 이 사람에게 붙여 바쳤다. <이 화이길
사라는 자는 문수등의 조상이다.> 또, 기술자인 대
장장이를 바쳤는데 이름은 탁소이고 또 오복공인

서소 두 사람이다.9)

이와 관련이 있는 전승들이 일본서기應神천황조
와 雄略천황조에도 보이고 있다.

14년 춘 2월에 백제왕이 봉의공녀를 바쳤는데 이
름은 진모진이다. 이는 지금의 내목의봉의 조상이
다.10)

15년 추 8월 임술삭 정묘에 백제왕이 아직기와 양
마 두 필을 보내었다.11)

16년 춘 2월에 왕인이 왔다. 즉 태자 토도치낭자의

스승이다. 왕인에게 모든 전적을 배워서 통달하지
못함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왕인이란 자는 서수
등의 시조가 되었다.12)

<다른 책에서 말하기를 길비신 제군이 백제로부터
돌아와서 한의 수인부와 의봉부, 혈인부를 바쳤다
고 한다.> (雄略천황 7년 시세조)13)

위의 사료에서도 백제로부터의 絹絲 기술의 전래,

아직기와 왕인의 파견, 아지사주와 도가사주의 이주

에 관한 전승이 전하여지고 있다. 이들 문화전파자들

에 의해 다양한 문화가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계로부

터 전파되었다.14)

일본학계에서는 이들이 고대 왜왕권을 지탱하는

생산계층을 담당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현재 알려

진 신기술로서는 단단한 경질 토기를 만드는 陶部와

고급 견직물을 만드는 錦部와 吳服, 금속 가공을 담

당한 鞍部와 作金人․甲作, 제철과 철기생산을 담당

한 山部와 韓鍛冶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雄略천황

조의 전승에서 알 수 있듯이 직조와 재봉 집단인 衣

縫部, 요리 집단인 宍人部, 화공집단인 화부와 통역집

단인 譯語部도 이주하였다는 전승을 남기고 있다.15)

백제와 왜의 본격적인 교류가 6세기 초를 전후하

여 개시되고 호쿠리쿠(北陸), 오미(近江)지역에 백제

계 문물이 집중하는 것을 볼 때 게이타이(繼體)세력

은 전통적으로 교섭하던 가야세력을 배제하고 백제

를 창구로 선진문물을 도입하여 가와치(河內) 세력

과의 차별화를 시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6)

6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백제가 왜에 파견한 사신

단은 장군, 관인, 오경박사를 필두로 하는 각종 박사,

승려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

서 문화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관인, 박

사, 승려들이었을 것이고 특히 박사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겠다.17)

또한 고고학적 관점에서 일본과 백제의 관계를 살

펴볼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듯이 왜는 4세기 이래로

중국과의 교섭이 두절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왜가

중국을 대신하여 교역 중심지로 부상한 백제와의 교역

을 열망하고 있었음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때문에

양국 간의 교역로 개척은 어렵지 않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원통형(圓筒形)토기는

일본열도의 전기고분(4세기 대)에 출현하는 원통 하니

와(圓筒埴輪)와 흡사한 형태인데, 이 무렵 백제와 왜

의 통교사실을 입증해준다. 5세기 후반이 되면 마한,

백제 토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백제와의

교섭으로 반입된 토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6세기 대

는 백제와 大和정권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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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제 토기의 출토 상황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7

세기 이후가 되면 백제 토기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주

로 사비에서 반입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18)

또한 일본 북부 九州地方에서 한반도계 부뚜막시

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5세기 전엽에서 중엽 취

락 유적 내 주거지에서 발굴된 부뚜막시설의 평면유

형이 백제지역에서 발굴되는 것과 그 특징이 유사하

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19)

횡혈묘(橫穴墓)는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부여

지역의 금강유역에만 단편적으로 분포하는 매우 이

례적인 묘제이며, 일본의 豊前지역을 중심으로 한 北

部 九州地方의 초기 地下式 橫穴墓와 축조 방법 및

구조가 아주 유사하여 현재로서는 왜와의 교류를 통

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20)

한편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흙을 쌓는 부엽공

법은 풍납토성과 부여의 사비나성 등에서 확인되고,

일본의 큐수, 오카야마, 오사카 등 광범위하게 걸쳐

발견되며, 대표적인 유적이 아스카시대에 만들어진

오사카의 사야마이케 제방이다. 중국에서 고안된 부

엽공법이 일본에 퍼진 데에는 백제계 기술자들의 활

약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21)

용봉문환두대도 중에서 무령왕릉 출토품처람 용문

이 장식된 것은 일본열도에서 오사카부 海北塚과 오

사카부 一須賀WA1호분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해북총

출토품은 제작기법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문양과

재질에서 무령왕릉 출토품을 충실하게 모방한 것이

다. 청동다리미는 오사카부 다카이다야마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특히 다카이다야마고분 출토품은 무령

왕릉의 왕비 부장품과 상당히 유사하다.22) 그리고 무

령왕릉에서 출토된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과 동

범경들이, 5세기말에서 6세기 전반의 일본 三上山下

고분, 江田船山 고분 등에서 출토되어 백제에서 칠자

경(七子鏡)이 전해졌다는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23)

6세기에서 7세기 전반에 걸쳐 아스카문화는 백제

문화가 직수입된 것이다. 아스카사에서 출토된 창건

당시의 와당은 백제에서 출토된 와당과 흡사하며 아

스카지역에는 화강암을 정제하여 석실분을 만든 것

이 있는데 이것도 부여 능산리 고분군과 같은 백제

고분의 영향일 것이다.24)

따라서 이들 일본 고대문화나 고고학 관계 자료들은

백제와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Ⅲ. 백제 복식과 일본 고대 복식
일본 고대 복식은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도래인(渡

來人)들의 복식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

서도 특히 백제인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기록에 나타난 백제관련 복식관계 기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應神 14년 (283년) 백제에서 옷을 꿰매는 공녀 眞
毛津이 건너와서 일본 衣縫의 시조가 되었다.

天智 4년(664년) 백제국의 관위의 계급을 검토하
였다(백제 멸망후 다수 도래한 백제인의 관위를
주기 위해서이다)

扶桑略記 권3에 의하면

법흥사(7세기 초 완성)를 짓고 불사리를 봉안하던
날, 100여인이 모였는데 모두’백제옷‘을 입고 기뻐
하였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腆支王 5년(409년) 왜국에서 사신을 시켜 야명주
를 보내오매 왕이 특별한 예로써 대우하였다.
腆支王 14년(418년) 여름에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

여 흰 포목 열필을 보냈다.

新撰姓氏錄 和泉諸蕃조에는

의봉(衣縫)은 백제국신로명(百濟國神露命)에서 나
왔다.

河內國諸蕃 백제조에는

오복조(吳服造)는 백제국인 아루사에서 나왔다

未定雜姓 우호조에는

오씨는 백제국 사람 덕솔오기측(德率吳伎側)의 후



服飾 第62卷 5號

- 100 -

<그림 1> 기마인, 백제금동대향로

- http://www.hyangno.net

<그림 2> 일본 竹原古墳壁畵 人物圖

- http://kyuhaku.jmc.or.jp

<그림 3> 배소를 부는 사람

백제금동대향로

- http://www.hyangno.net

<그림 4> 일본

摩耶夫人像

- http://www.tnm.jp

예 이다. 라고 하였다.25)

이상의 기록이나 유물 등으로 보아 백제복식은 이

미 3세기부터 일본에 건너가 그 영향력을 보이고 있

었으며 7세기에 이르러 도래인들에 의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백제 복식 중 특히 고구려, 고신라, 가야와

달리 백제만의 독특한 양식을 보이는 복식품만을 선

택하여 고대 일본의 유물들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의복
백제금동대향로의 기마인<그림 1>26)은 독특한 고

모(高帽)를 착용하고 유고복장을 하고 있는데, 日本

竹原古墳壁畵 人物圖<그림 2>27)에서 말을 끌고 있는

인물28)이고모를 착용하고 유고양식의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應神 15년

(284년) 백제왕이 아직기를 보내 양마(良馬) 2필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그것을 표현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의 인물은 당시의 일

본 하니와들에서 보이고 있는 무릎부위를 묶는 양식

이 아닌 바지 밑에 화를 신어 발목 부위를 졸라매게

되는 전형적인 스키타이식의 유고 양식을 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29) 이것으로 보아 원래 백제에서 들어

간 유고양식이 일본의 기후에 맞게 무릎 부위를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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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금동제 변형모

익산 입점리 고분 출토

- 고분미술 1, p. 243.

<그림 6> 금동제 변형모

고흥 길두리 고분 출토

- 보존처리연구, 30, p. 18.

<그림 7> 일본 금동제 변형모

일본 江田船山 古墳 출토

- http://www.tnm.jp

는 양식으로 후에 변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윤양노는 백제금동대향로의 주악상 중 배소

를 불고 있는 연주자<그림 3> 저고리 허리 밑 부분

에 너풀거림의 표현은 이중의 치마를 입고 가슴위치

에 맨 포백대 겉으로 겉치마의 윗부분을 접어 내려

뜨렸다 고 보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양식이 飛鳥時

代 法隆寺献納宝物인 銅製鍍金으로 만든 摩耶夫人

像30)<그림 4>31)이 입고 있는 의군(衣裙)은 예복 형

식으로 치마 위에 또 하나의 치마, 즉 표상(表裳)을

입고 있는데 이것이 주악상의 치마 착용방법과 유사

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마야부인상의 머리 모양을

보면 주악상의 귀 옆에 있던 머리가 정수리부분에

가로로 뉘어져 표현되어 있다. 이 모습 또한 주악상

의 머리와 느낌이 매우 유사하다32)고 보고 있다.

2. 관모
한성시기 백제고분에서 발굴된 금동관모는 외형이

나 도안, 제작기법으로 보아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5세기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같은

시기의 동아시아 각국 자료와도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어 이를 ‘백제양식(百濟樣式)’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33)

백제에서만 볼 수 있는 ‘백제 양식’ 금동제 변형모

를 통해서 백제양식의 고분시대 일본 전파를 살펴볼

수 있다.

백제 입점리 고분 출토 금동제 변형모<그림 5>는

2매의 반원형 금동판을 좌우에서 맞붙인 부분에는

복륜(覆輪)으로 둘렀으며 겉은 고기비늘 모양으로

했으며, 하단에는 점렬문(點列文)으로 처리하였다.

배면(背面)에는 긴촉을 휘어지게 매달고, 끝 부분에

는 반구형의 장식이 붙어 있다.34) 작은 못구멍 같은

것이 관모의 하단부에 현재 네 곳이 있는데35), 이것

은 고신라 천마총출토 변형모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으로 천으로 된 끈을 매어 달았던 자리로 생각된다.

공주 수촌리 1호분 출토 금동제 변형모는 관모의

중심이 되는 내관과 전면과 후면의 입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내관은 반원형 금동판 2장을 맞대어 만든

것으로 외연에 윤곽선이 둘러져 있고 후면에 긴 대

롱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내관에는 용문과 화염문,

운문, 당초문이 투조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후의

입식도 용문과 당초문이 시문되었고 영락도 상당 정

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36)

고흥 길두리 고분 출토 금동제 변형모<그림 6>37)

은 변형모 모양의 구조에 측면은 투조된 심엽형 무

늬를 넣었고, 일반적으로 다른 백제계 금동관의 장식

물은 뒤쪽에 달려있는 것과 달리 꽃봉오리(긴 대롱

이 달린 깔때기 형상) 장식물이 정수리에 꽂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38)

이들 금동제 변형모들은 고신라, 가야제에서는 볼

수 없는 뒷면에 긴대롱 장식이 달려 있는 점이 특이

하다 하겠다.39) 물론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도 고깔모

양의 몸체에 조우형 관식을 부가한 예가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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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마형대구

천안 청당동 출토

- http://museum.nonsan.go.kr

<그림 9> 일본 마형대구

일본 淺川端遺蹟 출토

- 백제와 고대일본의 문화교류, p. 29.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세부 부품의 구성 등에서 차이

가 현저하다.40)

이상과 같은 대롱이 달린 변형모는 일본 고대 관

모에도 동일 양식이 보이고 있다.

일본 江田船山 古墳 출토 금동제 변형모<그림

7>41)는 중앙에 얽힌 2마리의 용, 그 외측을 화염문으

로 선을 두른 문양을 투조한 2매의 조형(爪形)의 금

동제 측판과 반구상의 장식을 붙인 대롱 장식이 붙

어 있다. 측판․연금(縁金)에는 다수의 영락이 달려

있다.42) 또한 峯ケ塚古墳과 十善の森古墳 출토 관

모43)는 하부가 위쪽으로 활처럼 휘었고 뒤쪽에 대롱

모양의 금구를 부착한 흔적이 남아 있어 백제 관모

와 제작기법상의 유사도가 현저하다고 한다.

3. 대구, 대금구
1) 마형대구

백제지역인 천안 청당동 출토 마형대구(馬形帶

鉤)<그림 8>는 양각의 점문이 귀 뒤에서 시작하여

목선을 따라 배까지 이어져 있고, 갈기에도 양각의

선문이 있다. 허리의 잘록함이 없는 등의 형태이다.

허리에는 종선문 구획에 사격자문을 양각으로 주출

하였으며, 좌우로 횡선문이 추가되었다. 다리는 매우

얇고 직립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양각의 돌기가 앞

다리와 뒷다리 모두에 2개씩 있다. 격판에는 사격자

문이 있다. 걸쇠는 배높이보다 아래에서 시작되고,

바닥선과 수평한다.44)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이 일본 淺川端遺蹟 출토

마형대구<그림 9>45)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형태와 규

모가 비슷하다. 이 마형대구는 청동제이며, 말갈기와

꼬리부분, 복부중앙의 사격자문이 표현된 곳에 약간

의 박락현상이 나타나며, 파손된 흔적이 있다.46) 이

들 마형대구는 갈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허리부위

에 종횡선부분에 사격자문을 양각으로 주출하는 방

법에서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2) 대금구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 2호분 출토 짐승얼굴무늬

대금구(帶金具)<그림 10>는 특히 백제 양식이다. 사

각형의 금동판을 짐승얼굴이 새겨진 웅형(雄型) 위에

올려놓고 망치와 같은 도구로 두들겨 고착시켜, 웅형

의 짐승얼굴무늬가 금동판에 옮겨지도록 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늬가 표현된 금장식이 분포하는

특징으로 보아 백제, 가야, 일본 사이의 문화적 관련

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백제에서는 웅진도읍기 이

후,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출토유물 등에 짐승얼굴무

늬를 도안화한 유물들과 웅형으로 무늬를 표현한 기

법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 백제 웅진 도읍기 이후 가

야나 일본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47)

일본 八丁鎧塚 2 号墳 출토 대금구<그림 11>48)는

금동의 방형판에 짐승얼굴무늬를 장식하고 방형의

모서리 4곳에 원형의 홈이 파여져 있다. 방형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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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금구

공주 송산리 2호분 출토

- http://www.museum.go.kr

<그림 11> 일본 대금구

일본 八丁鎧塚 2号墳 출토

- http://www.city.suzaka.

nagano.jp

<그림 12> 금동리

익산 입점리 고분 출토

- 익산 입점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

p. 102.

<그림 13> 금동리

공주 무령왕릉 출토

- 한국미술전집, 2, p. 100.

<그림 14> 일본 금동리

일본 江田船山 古墳 출토

- http://www.tnm.jp

<그림 15> 일본 금동리

일본 藤ノ木 古墳 출토

-日本美術, 4, 第36図

에 짐승얼굴 모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타출하여

제작하였는데, 압출기법으로 제작한 송산리 대금구와

달리, 이 대금구는 주조기법으로 형태를 만든 후

음․양각 기법으로 마무리 하였다. 기법에는 약간 차

이가 나지만 이같은 짐승얼굴무늬 대금구는 삼국 중

백제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므로 이것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49)

4. 금동리
익산 입점리 출토 금동리<그림 12>는 2매의 금동

판을 신발의 앞코와 뒤축 부분에서 고정시킨 다음

별도로 제작된 바닥판을 덧댄 후 고정시켰다. 바닥판

에는 사각추 모양의 스파이크 10개를 부착하였다. 표

면과 바닥면에는 사각형 연주상(連珠狀)의 격자무늬

를 새기고 그 안에 꽃무늬를 새겨 넣었다.50)

무령왕릉 출토 왕의 금동리<그림 13>는 왕의 신발

은 내측판, 외측판, 바닥판의 3판을 서로 붙여 만들

었다. 각 판은 다시 안에 은판이 있고 그 밖에 금동

판을 덧댄 것이다. 신발속에는 3중의 布가 붙어있고

얇은 나무껍질이 함께 나왔는데 바닥에 깔았던 것으

로 보인다. 바닥은 앞부분이 조금 들려있고 10개의

철판이 박혀 있는데 단면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각

추모양이다. 내측판의 표면에는 전면에 거북등무늬가

구획되었는데 그 안에는 꽃잎무늬를 장식하였다. 외

측판 역시 귀갑문이 타출되어 있는데 내부에 꽃잎무

늬와 더불어 봉황이 표현되어 있다.51)

일본 江田船山 古墳 출토 금동리<그림 14>52)는 측

면과 밑바닥에 귀갑문을 장식하고, 귀갑의 각 정점에

는 영락을 매달고 있으며 밑바닥에는 9개의 방추상

(方錐状) 스파이크를 부착하고 있다.53) 한 개의 바닥

판과 2개의 측판(側板) 등 모두 3매의 금동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藤ノ木 古墳 출토 금동리<그림 15>54)는 2매

는 측판으로, 1매는 바닥판으로 총 3매의 금동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주형(舟形)으로서 저

부에는 바닥판과 연결시킨 흔적이 나타난다. 전면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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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금제 화형장식품

부여 능산리 고분 출토

- 특별전 백제, p. 167.

<그림 17> 일본 금제 화형 장식품

일본 一須賀WA1號 古墳 출토

- http://bcrc.kongju.ac.kr

<그림 18> 금제나선형장식품

공주 무령왕릉 출토

- 백제조각․공예도록, p. 213.

<그림 19> 일본 금제나선형장식품

일본 新沢千塚126号墳 출토

- http://www.tnm.jp

에는 열점문(列点文)을 2열로 배치하였으며, 중앙부에

는 귀갑문을 선조(線彫)하였는데, 귀갑문 밖으로는 3

조의 윤곽선을 돌렸다. 표면에는 1.5㎝ 원형 장식품

약 150여개를 부착하였다. 신발의 내면에는 무령왕릉

신발과 마찬가지로 마포가 부착된 흔적이 있다.55)

吉井秀夫는 이들 신발들은 모두 두장의 측판을 발

등 쪽과 발뒤꿈치 쪽에서 고정시켜 만든 신발이므로

이들은 백제계 신발로 보아도 무난하다56) 고 하였다

5. 장신구
장신구 중에는 특히 의복이나 머리 등을 장식한

장식품과 귀고리 양식에서 백제와 일본에서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화형, 나선형장식품

부여 능산리 고분 출토 금제 화형(花形) 장식품

<그림 16>은 6엽이나 8엽으로 만들어져 있고, 중앙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돌출된 반구형을 두고 잎 둘레

전체를 소공(小孔)을 뚫어 장식하고 있다. 이같은 양

식은 일본 一須賀 古墳 출토 금제 화형장식품<그림

17>57)에서 동일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6엽 화형장

식은 중앙에 돌출된 반구(半球)를 두고 동체 전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 장식적 효과를 높였다. 모두 6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58) 이외에 大版峯ケ塚

古墳 출토 금동과 은판으로 만든 화형장식품은 섬유

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花弁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자는 50-60개의 화형식이 布地에

꿰매 달려 있었던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59)

따라서 백제와 일본 고분에서 출토되는 이같은 구

멍이 뚫린 장식품들은 다른 것들에도 장식했겠지만

주로 의복장식품으로 애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무령왕릉 출토 금제나선형장식품<그림 18>60)은 단

면이 원형인 금줄을 빙빙 돌려 말아서 나선형을 이

루게 한 것인데 봉형 물체의 외장(外裝)에 쓰인 것

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61) 일본 新沢千塚12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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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귀고리

익산 입점리 고분 출토

- 특별전 백제, p. 136.

<그림 20> 일본 귀고리

日本 大坊古墳出土

- http://nonta-space.net

<그림 21> 귀고리

부여 능안골 고분군

32호분 출토

- 백제의 미, 도판 28

<그림 22> 일본 귀고리

日本 八幡大冢2號墳
- http://bcrc.kongju.ac.kr

墳 출토 금제나선형장식품<그림 19>은 거치문이 장

식된 원형의 장식품과 이 장식을 고정시켰을 못 같

은 부속품이 함께 수습되었다. 일본에서는 이 나선형

장식의 용도를 법륭사 헌납보물의 하나인 48체불상

의 귀 부근에서 어깨부분까지의 영락을 연결해 주는

장식품과 같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62), 또는 머리

카락을 유리봉에 말아 묶어 삽입시켜 관자놀이부터

옷깃까지 늘어뜨리는데 사용한 발식(髮飾)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63)

2) 귀고리

익산 입점리 1호묘 출토 세환식 귀고리<그림 19>

는 주환에 금사(金絲)를 걸어 늘어뜨린 다음 긴 체

인형태의 연결고리 아래 끝에 삼익형(三翼形) 수하

식을 매달았다.64)

이는 백제만의 양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동일

한 형태가 일본 大坊 古墳 출토 금제 귀고리<그림

20>65)에서 볼 수 있다. 삼엽으로 처리된 수하식의 형

태나 수하식을 주환에 연결하는 방식에서 그 유사

함66)을 보여준다.

부여 능안골 고분군 32호분 출토 금제 복엽식 심

엽형귀고리<그림 21>67)는 중간식과 연결금구가 하나

로 제작된 귀고리로, 수식부는 복심엽형이다. 구성은

세환의 고리, 세환과 수식을 이어주는 중간수식, 수

하식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중

간 수식은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은 아주

작은 편구형이고 편구형장식 상하로는 대칭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상부의 세환과 하부의 수식부분을 연결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68)

이 양식도 백제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인데 거의

동일한 양식의 귀고리가 일본 八幡大冢二號墳 출토

귀고리<그림 22>69)에서 볼 수 있다. 중심고리와 연결

고리 그리고 수식부(垂飾部)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

고리는 동환(銅環)에 금박을 입혔다. 심엽형(心葉形)

의 끝장식은 만곡(彎曲)한 형태로 앞, 뒷면에 원형금

판을 추가하였다.70)

이들 귀고리는 고신라나 가야에는 없는 세환식과

심엽형의 수하식을 연결하는 독특한 백제식 방식에

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Ⅳ. 결론
이상으로 일본 고대 복식문화와 백제 복식문화와

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고대 한일 복식

문화의 상호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의복에 있어서는 고모(高帽)를 쓰고 바지 밑

에 화를 신어 발목 부위를 졸라매게 되는 유고 양식

과 여자들의 경우 치마를 입고 가슴위치에 맨 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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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겉으로 겉치마의 윗부분을 접어 내려뜨리는 이중

치마를 입는 양식에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모에서는 금동제 변형모들이 뒤쪽에 대롱모양의

금구를 부착한 흔적이 남아 있어 백제 관모와 제작

기법상의 유사도가 현저하다고 한다.

대구와 대금구에서는 마형대구는 갈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허리부위에 종횡선부분에 사격자문을 양각

으로 주출하는 방법에서, 대금구는 짐승얼굴무늬 장

식에서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금동리는 모두 두장의 측판을 발등 쪽과 발뒤꿈치 쪽

에서 고정시켜 만드는 양식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장신구는 의복장식품에서는 화형장식품이나 나선

형장식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귀고리에서는

한가지는 삼익형(三翼形) 수하식과 이것을 연결하는

체인식 양식에서, 또 다른 하나는 세환식과 심엽형의

수하식을 연결하는 독특한 백제 양식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대 일본의 복식들은 많은 부분에서 백

제 복식의 영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대 일

본과 백제와의 관계 연구에 작은 도움을 주기를 바

라며 아울러 앞으로 더 많은 백제나 고대 일본관련

유물들이 출토되면 계속적인 수정 보완 연구가 이루

어지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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