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2, June 2020, pp.242~253.
Copyright©202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0.53.2.242

나주 복암리 정촌 고분 1호 석실에서 화살통 장식 6점이 출토되었다. 유기물로 만들어진 화살통은 매장 상태에서 부

식되어 없어지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살통 장식물만 남게 된다. 정촌 고분 화살통 장식은 형태적으로 2점씩 쌍을 이루

며, 출토 위치에 따라 화살통 2점을 장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살통 장식은 화살의 방입부(方立部)를 꾸며주는 대륜상

금구와 방입부와 허리띠를 연결하는 배판(背板)을 장식하는 판상금구로 나누어진다. 1호 석실 목관2에서 출토된 화살

통 장식은 대륜상금구만 확인되었으며 1호 석실 동남쪽에서 확인된 화살통 장식은 허리띠에 사용된 추정 대구, 판상금

구, 대륜상금구가 확인되었다. 화살통 장식의 분석 결과, 철제 판에 금동 판을 접합한 철지금동장식제(鐵地金銅裝飾製)

이며 표면을 정(釘)으로 점을 찍어 선과 문양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성분 분석 결과(XRF), 금동 표면은 24~40wt% Au, 

50~93wt% Cu가 검출되어 금도금 표면에 청동 부식물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금도금 층의 SEM-EDS 분석 결과 

광택을 내기 위한 작업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7~9wt% Hg가 검출되고 도금 층에 아말감 덩어리가 확인되어 아말감 도

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CT와 FT-IR 분석 결과 대륜상금구는 철제 판 아래 견직물이 2중으로 겹쳐 있으며 그 아래 옻칠 

편도 붙어 있었다. 이는 대륜상금구를 방입부에 부착할 때 직물을 덧대어 밀착력과 장식성을 높였으며, 옻칠 된 방입부 

표면이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판상금구는 철제 판 아래 유기물이 두껍게 붙어 있다. 재질을 확정하기 어려

우나 배판의 잔재로 보인다. 이러한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의 특징은 4세기 후반~5세기 후반의 백제, 신라, 가

야 문화권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며 당시 수준 높은 고대 금속 공예 제작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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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삼국시대 화살통1은 허리에 장착하기 위한 허리띠, 

화살을 담는 방입부(方立部), 허리띠와 방입부를 연결하

는 배판(背板)이나 끈, 장식금구(裝飾金具)로 구성되어 

있다. 화살을 담는 방입부나 배판은 대부분 나무, 가죽, 

직물 등과 같은 유기물로 만들어져 매장 상태에서 부식

되어 없어지고 화살통을 장식했던 금구(金具)만 남게 된

다. 현재는 남은 화살통 장식으로 화살통 형태를 추정하

고 있다. 삼국시대 화살통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

나 중국 당대(唐代)에 유행했던 호록(胡祿)의 형태와 시

대가 맞지 않아 중국에서 유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한

국의 화살통은 고구려 무용총, 장천리 1호분, 동수묘 등

의 벽화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동래 복천동 22호

분에서 화살통 장식이 출토되면서 고구려에서 신라·가야

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왔으나, 천안 용원리에서 4세기 전

반으로 편년 되는 유사한 형태의 화살통 장식이 발견되면

서 한강 이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확인되었다.3 백제 지

역에서는 천안 용원리 고분군 이외에 논산 모촌리 고분

군, 공주 송산리 고분군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삼국시대 

화살통 장식은 주로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많이 발견되었

으나 호남 지역인 영산강 유역에서도 나주 대안리 9호분 

乙·庚관, 고창 봉덕리 1호분 4·5호 석실, 해남 용두리 고분

군, 나주 정촌 고분 등에서 화살통 장식이 발견되고 있다.

화살통 부속품은 형태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판상금구(板狀金具)와 대

륜상금구(帶輪狀金具)로 기술하였다. 판상금구는 화살통

의 배판 등에 세로로 부착하여 방입부와 허리띠를 연결해

주는 장식 금구이며, 대륜상금구는 원통형이나 방형의 방

입부를 횡으로 감싸 배판(背板)이나 측판(側板)에 고정하

는 장식 금구를 말한다(그림 1B).

출토된 화살통 장식을 근거로 여러 연구자가 화살통 

복원 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화살통 부속구를 다 갖춘 상

태로 발견된 동래 복천동 21·22호분과 천안 용원리 1·9호

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동래 복천동 21·22호

분 출토 화살통 장식에 대하여 초기에는 어깨 멜빵형으

로 판상금구를 측면에 붙이고 어깨 벨트에 교구를 연결하

는 형식으로 추론하였다. 이후 최종규는 고구려 벽화, 중

국 회화 등에서 나타나는 화살통 형태인 허리 벨트에 현

수(懸垂) 장치로 시복(矢箙) 본체를 매는 형식을 제안하

였다.4 반면, 김창호는 동래 복천동 22호 화살통의 교구

부중원판상금구(鉸具附中圓板狀金具)가 허리 벨트에 바

로 부착되고 방입부가 많이 기울이지 않은 형태로 보완하

였다.5, 6 천안 용원리 1·9호분 화살통에 대해 이현숙은 어

깨 멜빵 형태이며 목재로 만든 방입부를 제안하였다. 또

한 교구부규형판(鉸具附圭形板) 2점 중 1점은 시병고정

구(矢柄固定具)로 사용되고, 1점은 어깨 멜빵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천안 용원리 1·9호분 화살통 

장식은 장식성 및 형태를 비교할 때, 복천동 22호 출토 성

시구보다 형식적으로 앞서는 단계로 추정하였다.7

나주 정촌 고분에서는 화살통 장식 6점이 발견되었

다. 화살통 장식은 1호 석실 목관2에서 대륜상금구 2점이 

발견되었으며, 1호 석실 동남쪽에서 판상금구 2점과 대

륜상금구 2점이 확인되었다. 화살통 장식은 출토 지점 및 

1 본 논고에서는 성시구(盛矢具: 화살을 담는 도구), 호록(胡祿), 시복(矢箙) 등의 용어를 통칭하며 화살통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나주 복

암리 정촌 고분 발굴보고서』에 따른다.

2 崔種圭, 1986, 「盛矢具考」 『釜山直轄市立博物館 年報』 第9輯, pp.41-46.

3 이현숙, 1999, 「百濟 盛矢具에 대한 檢討 – 天安 龍院里 遺蹟 出土品을 중심으로」 『百濟文化』 28호.

4 崔種圭, 1986, 앞의 논문, pp.56-60.

5 金昌鎬, 1997, 「東萊福泉洞 22號 盛矢具의 임시 복원안」 『古文化』 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189-201.

6 金昌鎬, 2000, 「東萊福泉洞 22號 盛矢具 復元案 補遺 - 天安 龍院里 9號 石槨墓의 盛矢具 出土 狀態 解釋과 함께」 『慶北史學』 23, 慶北史學會, pp.527-539.

7 이현숙, 1999, 앞의 논문,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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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으로 2점씩 쌍을 이루고 있으며 한 개체의 화살통

을 장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1호 석실 동남쪽 모서리에서 

발견된 화살촉 13점은 대륜상금구 위에서 발견되어 화살

통에 넣어진 채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호 석실 동

남쪽에서 추정(推定) 대구(帶鉤) 1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대구는 허리띠를 조이는 고리로 마구의 교구와는 다른 형

태이다. 정촌 고분 출토 대구는 고리, 걸이쇠 축, 걸이쇠

로 구성되었으며 바깥쪽 걸이쇠 축에 유기물 흔적이 있

다. 1호 석실 목관2에서는 대륜상금구만 발견되어 대륜

상금구로만 장식된 화살통으로 추정된다. 나주 정촌 고

분 출토 화살통은 천안 용원리 고분, 부산 동래 복천동, 

일본 奈良縣 寺口千塚 3호분 복원 사례를 참고하여 화살

통 장식의 원형을 추정하였다. 1호실 동남쪽 화살통은 장

방형의 방입부를 가지고 있으며 대륜상금구의 너비 차이

로 보아 하부가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이다. 판상금구

는 배판에 부착하여 허리띠에 연결하였다. 1호 석실 목관

2 화살통도 대륜상금구 너비 차이를 참고하면 하부가 좁

아지는 사다리꼴로 추정된다(그림 1).8

본 연구에서는 1호 석실에서 발견된 화살통 장식의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살통 장식의 재료학적 특성을 확

인하고 삼국시대 화살통 장식의 제작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대상 유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은 파손되어 발견되었으

나 접합면이 확인되어 유물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가 확인된 화살통 장식 6점은 출토 위치 및 형태적으

로 쌍을 이루고 있다. 1호 석실 목관2에서 출토된 대륜상

금구 2점(Q1·Q2)과 1호 석실 동남쪽에서 발견된 판상금

구 2점(Q3·Q4) 및 대륜상금구 2점(Q5·Q6)은 서로 쌍을 

이룬다.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목록은 <표 1>에 정리

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분석 번호(Q: Quiver)로 기재하였

으며 유물 번호는 나주 정촌 고분 발굴 보고서에 실린 번

호이다(사진 1).

2. 분석 방법

유물 표면 및 단면은 실체현미경(M-80, Leica)으로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유물의 내부 구조는 X-선 투과 조

사(M-150, Softex)와 CT(Computed Radiography; X-eye 

PCT, ㈜세크 / 분석 조건: 130kVp, 0.4mA)로 확인하였다. 

유물 재질 분석은 비파괴 분석인 미소부 X선 형광 분석

(Micro-XRF; Eagle 3 XXL, EDAX / 분석 조건:Rh Target, 

40kV, 600㎂, spot size 300㎛, 분석 시간 200초)을 실시하

였으며, 파편이 존재하는 경우 SEM-EDS(JSM-IT300, Jeol 

/ X-MAX 7, Oxford) 분석으로 고배율 미세 조직 관찰과 

그림 1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복원 안.9 A: 1호 석실 목

관2 출토 화살통 장식 복원 안 (화살통-A), B: 1호 석실 동

남쪽 출토 화살통 장식 복원 안 (화살통-B).

B

A
1안

1안추정대구(帶鉤)

판상금구

(板狀金具)
배판	

(背板)

방입부	

(方立部)

대륜상금구

(帶輪狀金具)

2안

2안

8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羅州 伏岩里 丁村古墳 발굴조사보고서』, pp.505-506.

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p.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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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성분을 분석하였다. 칠막 분석은 투과광현미경(DM-

2500M, Leica)으로 칠막 구조를 확인하고 FT-IR 분석

(Hyperion Vertex 70, Bruker / 분석 조건: ATR crystal Ge, 

Scan 16, Resolution 4)으로 성분을 알아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실체현미경 관찰

정촌 고분 화살통 장식은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겉면은 금동 판이며 내면은 철제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도금은 부분적으로 떨어졌으며 흙과 청동 부식물이 단

단히 고착되어 있다. 도금 층의 청동 부식물은 내부에서 

부식되어 표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물질을 가능

한 제거한 후 표면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 금도금 된 표

면은 파상문(波狀紋)과 점열문(點列文)이 조금(彫金)10되

었고 작은 못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 조금(彫

金)된 부분을 확대하면 삼각형의 조각정을 연속적으로 

찍어서 선과 문양을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금 

기법은 함께 출토된 금동 신발 문양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된다(사진 2A, 3B).11

화살통 장식 이면(裏面)은 철제 판으로 유기물이 붙

어 있다. 대륜상금구 Q1·Q2 내면에는 갈색 층과 그 안에 

직물 조직이 관찰되었다. 직물은 꼬임이 없는 견섬유로

서, 평견(平絹)과 경금(經錦)을 이중으로 사용하였다(사진 

2C). 경금은 고대 귀한 직물로서 무령왕릉과 미륵사지 석

탑의 사리장엄구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영산강 유역에서

는 나주 복암리 3호분에 이어 두 번째이다. 1호 석실에서 

함께 출토되었던 소환두도에서도 경금이 확인되었다.12

판상금구 Q3·Q4의 이면에는 유기물 층이 두껍게 붙

어 있으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특정하기는 어렵다. 대

A B

C D

E F

사진 1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A: Q1, B: Q2, C: Q3 D: Q4, E: Q5,  

F: Q6.

표 1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목록

분석번호 유물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비고

Q1 170 대륜상금구 1호 석실 목관2
쌍(雙) 화살통 A

Q2 171 대륜상금구 1호 석실 목관2

Q3 172 판상금구 1호 석실 동남쪽
쌍(雙)

화살통 B
Q4 173 판상금구 1호 석실 동남쪽

Q5 174 대륜상금구 1호 석실 동남쪽
쌍(雙)

Q6 175 대륜상금구 1호 석실 동남쪽

A B

C D

사진 2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의 실체현미경 사진.  A: Q5 표면,  

B: 정촌 고분 출토 금동 신발 표면, C: Q2(직물), D: Q1(단면).

10 조금(彫金) 기법은 금속의 표면을 파내어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드는 기법으로 주로 망치를 사용하여 정을 치면서 금속을 파낸다.(전용일, 2006, 『금속공예 기법』, 

미술문화, pp.119-120.)

11 이현상,이혜연,오동선,강민정, 2018, 「나주 복암리 정촌 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복원」 『文化財』 51, 국립문화재연구소, p97.

1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pp5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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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상금구 Q5·Q6 내면은 Q1·Q2와 유사한 갈색 층이 붙어 

있었으나 직물 조직은 관찰되지 않았다.

대륜상금구 Q1의 파손된 단면을 관찰한 결과, 겉면

에 금동 판, 그 아래에 철제 판과 유기물 층의 순서가 확

인되었다(사진 2D).

2. 미소부 X선 형광 분석(micro-XRF)

화살통 장식의 형태 및 위치에 따른 성분 차이를 미

소부 X선 형광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대륜상금구 Q1 표

면은 도금 층 일부 떨어져 나가 내부 금속이 노출되었다. 

XRF 분석 결과 내부 금속(사진 3A-①)은 94.53wt% Fe

가 검출되었다. 작은 못 머리의 회색 부분(사진 3A-②)은 

69.10wt% Ag이 검출되었으며 회색 부분 아래 갈색(사진 

3A-③) 지점은 32.52wt% Fe가 검출되어 철 위에 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Q1의 B부분은 비스듬히 단면이 파손

되어 내부 층위가 위에서 확인된다. 도금 층으로 보이는 

<사진 3B-①>은 24.51wt% Au, 51.59wt% Cu가 검출되

어 금도금 층이 확인되었다. 구리 성분이 높게 검출된 것

은 금 층 아래 구리 성분이 함께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도금 층 아래 <사진 3B-②>는 0.24wt% Au, 36.28wt% 

Cu, 63.01wt% Fe가 검출되어 금도금 층 아래 구리 성분

과 철 성분이 확인되었다(표 2).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 

철제 판 위에 금동 판을 올린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대륜

상금구 Q1은 철제 판 위에 금동 판을 올리고 철지은장한 

못으로 화살통에 고정하였다.

판상금구 Q3 표면을 분석한 결과, 도금 층 표면(사

진 3C-①)은 29.99wt% Au, 68.95wt% Cu가 검출되었다. 

작은 못 머리(사진 3C-②)는 39.41wt% Au, 59.48wt% 

Cu가 검출되어 금성분으로 확인되었다. 작은 못 머리에

서 금이 떨어져 내부 금속이 노출된 부분(사진 3C-③)은 

65.51wt% Cu, 33.47wt% Fe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판상

금구의 작은 못은 철제에 금동을 씌운 것으로 추정된다. 

판상금구 Q3 단층을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겉면에 금

동 층, 그 아래 철제 판이 확인되었다. 이를 XRF 분석한 

결과, 금동 층(사진 3D-①, 4D-③)은 89~93wt% Cu가 검

출되었으나 금 성분은 낮게 검출되었다. 이는 표면 부식

층이 두껍고 금도금 층이 일부 박락되어 표면 부식물이 주

로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구리 층 사이에 검은 물질(사진 

3D-②)은 37.38wt% Fe가 검출되었으며 <사진 3D-④>는 

93.18wt% Fe가 검출되었다. <사진 3D-②>의 철제 성분

은 철제 판이 부식되어 금동 층 사이에 침적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판상금구 Q3은 철제 판 위에 금동 판을 올

리고 금동 철제 못으로 화살통에 고정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표 2).

3. X-선 CT 분석

화살통 장식은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금동 

A B

C D

사진 3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XRF 분석지점. A: Q1, B: Q1(세부),  

C: Q3(표면), D: Q3(단면).

표 2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M-XRF 분석 결과(‘ -’ : 미검출)

사진 3
XRF
분석 
위치

chemical composition(wt%)

Au Ag Cu Fe Al Si K

(A) Q1

① 1.00 0.37 4.11 94.53 - - -

② 0.27 69.10 0.52 7.73 11.53 10.84 -

③ 0.16 1.89 3.22 32.52 28.36 28.34 5.52

(B) Q1 

(세부)

① 24.51 1.08 51.59 22.82 - - -

② 0.24 0.47 36.28 63.01 - - -

(C) Q3 

(표면)

① 29.99 0.82 68.95 0.23 - - -

② 39.41 0.74 59.48 0.37 - - -

③ 0.30 0.72 65.51 33.47 - - -

(D) Q3 

(단면)

① 5.81 0.62 89.11 4.46 - - -

② 0.10 0.22 62.30 37.38 - - -

③ 0.12 0.24 92.85 6.79 - - -

④ 0.11 0.36 6.34 9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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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철제 판-유기물(직물)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X-선 CT 

분석으로 내부 구조 및 위치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Q3 

<사진 4> (a) 지점의 단층 분석에서 금동 층이 아래층과 

구별되어 확인된다. 이는 금동 층과 철제 층의 밀도 차이 

때문이며, 철제 층 접합면이 부식되어 더 낮은 밀도로 확

인된다. <사진 4> (b) 지점은 작은 못이 위치한 곳이다. 

CT 분석 결과 작은 못 머리의 금동 층이 확인되며 못 머

리 아래는 X선이 모두 투과되어 빈 공간으로 보이는데, 

이는 못 재질이 부식되어 밀도가 낮아진 것이다.

화살통 장식 아랫부분에 부착된 직물은 CT의 평면

으로 분석한 결과 금구 아랫부분에 직물 조직이 관찰된

다. 직물 조직상 견직물에 해당하며 두 겹 이상의 직물이 

중첩되어 확인된다(사진 5).13

4. SEM-EDS 분석

화살통 장식 표면에서 떨어진 금도금 편을 SEM-

EDS 분석으로 표면 및 성분 분석하였다. 대륜상금구 Q5 

금도금 표면을 SEM 분석으로 확대한 결과 금도금을 위한 

작업선(광쇠)이 확인된다. 금도금 층의 EDS 분석 결과, 

표면 <사진 6A>①~③은 78~82wt% Au, 4~7 wt% Ag, 

3~5wt% Cu, 7~9wt% Hg 등이 검출되었다. 단면의 SEM 

분석 결과(사진 6B) 금도금 층의 두께는 약 0.5~1.5㎛로 

측정되며 부분적으로 뭉쳐있다. 단면의 EDS 분석 결과  

<사진 6B>①~③은 64~75wt% Au, 6~19wt% Cu, 

3~8wt% Hg 등이 검출되었다. 표면과 단면에서 수은(Hg)

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으며 아말감이 뭉쳐있는 도금 층

이 확인되어 수은을 사용한 아말감 도금으로 추정된다.

5. 칠막 분석

화살통 대륜상금구(Q1·2·5·6) 안쪽 면에는 칠편으로 

보이는 유기물이 붙어 있다. Q2와 Q6에서 떨어진 칠편을 

사진 4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Q3 X-ray CT 분석 결과.

표 3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의 EDS 분석 결과( ‘ - ’ : 미검출)

사진 6 EDS 분석지점
chemical composition(wt%)

Au Ag Cu O Al Si Fe Hg

(A) Q5 (표면)

① 79.02 5.28 4.14 2.51 0.35 - 0.55 8.15

② 81.73 4.42 4.84 1.17 - - - 7.83

③ 78.69 6.17 3.82 2.93 - - 0.68 7.71

(B) Q5 (단면)

① 64.50 - 18.68 13.06 - - 0.58 3.18

② 74.33 - 6.25 11.42 - - 0.43 7.58

③ 73.06 - 6.90 12.07 - 0.56 0.56 6.85

사진 5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의 X선 CT 분석 결과. A: Q1, B: Q2.

A B

사진 6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금도금 층 SEM 결과 및 EDS 분석지점. 

A: Q5(표면), B: Q5(단면).

A B

1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pp.5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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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분석하였다. 참고 문헌의 생칠14과 정제칠15과 측정

값을 비교하여 성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옻의 특징

인, 3,500~3,200cm-1 영역에서 카테콜 링의 O-H 흡수 밴

드, 2,929cm-1의 비대칭 진동 C-H와 2,858cm-1의 대칭 진

동 C-H, 1,743cm-1의 신축 진동 ester C=O, 1,585cm-1의 

신축 진동 C=C, 1,440cm-1의 ether olefin C-H가 확인된

다.16, 17 생칠에서는 3,014cm-1의 C-H 작은 피크가 나타나

는데 정제칠, Q2, Q6 칠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화살

통 장식의 칠편은 대체로 생칠과 정제칠의 흡수 피크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며 정제칠에 더 가까웠다(그림 2).

Ⅳ. 고찰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은 총 6점으로 대

륜상금구 Q1·Q2, 판상금구 Q3·Q4, 대륜상금구 Q5·Q6이

다. 이들은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서로 쌍을 이룬다. 출토 

위치를 고려하면 1호 석실 목관2에서 발견된 대륜상금구

(Q1·Q2)는 화살통 A를 장식하며, 1호 석실 동남쪽에서 

발견된 판상금구(Q3·Q4), 대륜상금구(Q5·Q6)는 화살통 

B를 장식하였다.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은 금동 판-철제 판-유기

물로 구성되어 있다. 화살통 A의 대륜상금구 (Q1·Q2)는 

철제 판에 직물과 옻칠편이 붙어 있다. 화살통 B의 대륜

상금구(Q5·Q6)는 옻칠 편만 붙어 있고 직물 편은 확인되

지 않으며, 판상금구(Q3·Q4)는 직물이나 옻칠 편이 붙어 

있지 않고 다른 유기물 층이 두껍게 붙어 있었다. 화살통 

이면에 붙어 있는 옻칠 편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화살통 장식의 부속품이 아니라 화살통이 부식되어 

사라지면서 화살통 표면 일부가 금구에 붙어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촌 고분에 매장되었던 화살통은 옻

칠이 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옻칠된 화살통은 부산 고

촌리와 창원 다호리 32호분 출토품이 대표적이며18 호남 

지역 유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에서 발견된 화살통은 원통형의 목재에 가죽을 대고 

그 위를 옻칠하였다. 출토 당시 목재는 부식되어 사라지

고 얇은 칠기만 남아 있었으나, 내부에 있던 20점의 철촉

에는 화살통 목재가 붙어 있었다.19

삼국시대 화살통 장식을 재료학적 측면에서 조사하

면 다음과 같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확인되

는 삼국시대 화살통 장식은 백제 지역의 4세기 중후반 천

안 용원리 유적에서 화살통 장식 2벌이 출토되었다. 1호

분에서는 철지은장식(鐵地銀裝飾)이 발견되었으며 9호

분에서는 철지금동장식(鐵地金銅裝飾)이 확인되었다. 표

그림 2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Q2·Q6 칠편의 FT-IR 분석 결과.       

A·B: 화살통 장식 칠편, C: 정제칠, D: 생칠.

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옻과 교의 접착 특성 연구』, p.31.

15 조남철, 김수철, 김우현, 신연식, 2010, 「평택 대추리 유적 출토 원삼국시대 대형옹(甕)에 사용된 접착재료 연구」 『보존과학회지』 26(4), pp.373-374.

16 Rong Lu and Tetsuo Miyakoshi, 2015, 『LACQUER CHEMISTRY AND APPLICATIONS』, pp.26-27.

17 임지영, 오카다 후미오, 2018, 「김해 대성동 88호분 출토 칠 도막 분석」 『보존과학회지』 34(1), p.53.

1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한국 목기자료집 III 무기·의례구·기타』, p.56.

19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6, 『高敞 鳳德里 1號墳 종합보고서』,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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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는 가죽 흔적과 이면(裏面)에는 직물 흔적이 있다.20 

4세기 중반으로 편년 되는 1호분에서는 철제 판에 은으로 

장식하였으며 그보다 늦게 조성된 9호분에서는 철제 판에 

금으로 장식하였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화살통 장식의 재

료적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다. 5세기 전반으로 편년 되는 

가야 지역의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 22호분 화살통 장식

은 산자형(山子形) 금구(金具), 곡옥상(曲玉狀) 금구, ㄷ자

상(字狀) 금구, 교구(鉸具) 등 부속구를 다 갖추어 출토되

었다. 내부에는 철촉을 담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화살

통 장식은 모두 얇은 청동 판에 금박을 입혀 정교하게 만

들었다.21 이 외에 5세기로 편년 되는 고창 봉덕리 1호분, 

나주 대안리 9호분, 연기 나성리 유적 등에서 발견된 화

살통 장식들도 철제 판에 금·은 도금 및 금동 판이 올려 

있으며 이면에는 직물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22, 23, 24 이처

럼 삼국시대 화살통 장식은 철이나 동판에 금·은으로 도

금하였으며 표면 및 이면에 직물이나 가죽 흔적이 확인되

어 화살통의 재료를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주 정촌 고분 화살통 장식의 구조 

및 재질 분석을 통하여 화살통 형태와 재질을 알아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화살통 장식의 제작 방법을 추정해 보

고자 한다. 정촌 고분 화살통 장식의 제작 방법은 대략 다

음과 같다. 먼저 동판과 철판을 재단하고 동판과 철판을 

단조하여 형태를 만든다. 형태가 완료되면 동판을 아말

감 방법으로 금도금하고 철판과 접합한다. 장식 금구의 

측면을 보면 금동 판의 측면이 둥글게 마감되었고 철제 

판과 동일한 크기로 확인되어 어느 한쪽 판이 한쪽을 끼

우는 형식이 아니라, 각각 동일한 크기로 형태를 만들고 

접합하였다(그림 3A). 화살통 장식에서 금동 판과 철제 

판을 붙여 제작하는 이유는 금동 판의 장식적 측면을 부

각하고 금동 판의 높은 연성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하므로 

장식구로 사용하기 어려워 철판을 지지대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륜상금구는 금동 판과 철제 판을 접

합한 후 직물을 덧대어 옻칠 된 화살통에 도금한 작은 못

으로 박아 고정하였다. 금속 장식에 직물을 대는 이유는 

옻칠된 화살통에 접합력을 높이기 위함이거나 장식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판상금구는 목재나 가죽과 같은 유

기물(배판)에 고정하고, 허리띠에 매달았을 것으로 추정

된다(그림 3B).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은 금동 판과 철제 판을 

사용한 재료적 유사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확인된다. 1호 

석실 목관2에서 발견된 대륜상금구 Q1·Q2번(화살통A)

은 금동 장식 판을 철지은장 못으로 고정하였으며 1호 석

실 동남쪽에서 발견된 대륜상금구 Q5·Q6번 및 판상금구 

Q3·Q4번(화살통B)은 금동 장식 판을 철지금동장 못으로 

고정하였다. 철제 원두정(圓頭釘)에 은도금한 사례는 합

천 옥전고분군 M3호분에서 볼 수 있다.25 또한 화살통 A

는 방입부에 직물을 덧대어 대륜상금구를 장식하였으나 

화살통 B는 직물을 덧대지 않았다.

나주 정촌 고분 1호 석실의 목관의 안치 순서는 1호

→2호→3호 추정하고 있다. 1호 석실 동남쪽 화살통(B) 

그림 3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의 구성 모형도.

금동판

금동판

금동판

철제판

철제판

철제판

배판

<판상금구 모형도>

직물(2겹)

화살통(옻칠)

Q3 판상금구 <대륜상금구 모형도>

A B

20 公州大學校博物館, 2000, 『龍院里 古墳群』, pp.59-60.

21 釜山大學校博物館, 1990, 『東來福泉洞古墳群II』, pp.50-53.

22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6, 앞의 책, p.74.

23 國立光州博物館, 1988, 『羅州潘南古墳群 綜合調査報告書』, p.139.

24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5, 『燕岐 羅城里遺蹟』, p.457.

25 慶尙大學校 博物館, 1990, 『陜川 玉田 古墳群 II M3號墳』,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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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의 출토 위치는 3호 목관에 가까워 2호 목관보다 늦

게 매장되었다고 추정된다. 3호 목관은 1호 석실의 중앙

에 위치하며 금동 신발, 소환두도, 이식, 옥류 등이 출토

된 중심 매장 시설로 피장자의 신분이 가장 높다고 추정

된다.26 따라서 정촌 고분 화살통은 매장된 시기 혹은 피

장자(신분)에 따라 화살통 장식의 재료와 형식이 달라지

는 것을 보여준다.

V. 맺음말

나주 복암리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은 철지금

동장식제(鐵地金銅裝飾製)로 철제 판에 금동 판을 접합

한 금구이다. 금동 판은 아말감 도금으로 제작하였다. 금

동 판은 삼각정(釘)으로 점선을 내어 무늬를 만드는 조금

(彫金) 기법으로 파상문과 원점문을 새겨 화려하게 장식

하였다. 이는 정촌 고분에서 함께 출토된 금동 신발과 동

일한 기법이다. 화살통 방입구를 장식하는 대륜상금구는 

금속 판 밑에 견직물을 덧대어 옻칠된 화살통과 접합력을 

높이고 화살통을 장식하였다. 대륜상금구의 이면에 붙은 

옻칠 편은 화살통 표면의 일부로 판단된다. 이러한 나주 

정촌 고분 화살통 장식은 약 4세기 후반~5세기 후반의 백

제, 신라, 가야 문화권의 화살통 장식과 유사한 형식을 보

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

의 재질 분석을 통하여 여러 문화권의 출토품과 비교하여 

특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결론

을 내렸지만, 제작 방법에 대한 의문점도 남는다. 첫 번째

로, 금동 판과 철제 판을 단순히 못으로 접합하여 고정하

였는지 아니면 열처리와 같은 공예 기술 혹은 접착제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금동 판과 철제 판의 사이

는 부식물과 이물질로 채워져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금동 판에 문양을 새기고 형태를 만들었는지 아

니면 형태를 만든 후 문양을 새기었는지 선후 관계가 분

명하지 않다. 세 번째로, 금속 판 아래 견직물과 유기물의 

종류와 용도를 알 수 없다. 화살통과 같은 유기물은 대부

분 부식되어 사라져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추정하였다. 이러한 의문점 이외에도 다양한 제작 방법

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나 그 당시 높은 수준의 금속 공예 

기술이 아니라면 이러한 화살통 장식의 제작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삼국시대 화살통 장식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제작 방법에 대한 여러 의문이 풀리기 바라며, 본 연구가 

삼국시대 금속 공예 제작 기술 규명에 중요한 자료로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26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pp.513-514.

* 본 논문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나주 복암리 정촌 고분 발굴조사보고서” 및 “고대 한·일의 화살통과 장식칼”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

다. 본 연구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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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Making of Ornamental Metal Quiver 
Fittings in the Ancient Tombs of Jeongchon, Bogam-
ri, Naju

Six ornamental metal quiver fittings were excavated from stone chamber No.1 of  the ancient tombs of  

Jeongchon, Bokam-ri, Naju. The ornamental quiver fittings are metal, but the body of  the quiver was made of  

organic material, so that it corroded and disappeared in the burial environment. The ornamental metal quiver fittings 

were made in pairs, and decorated one quiver according to the location they were found in and their forms. The 

ornamental metal quiver fitting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A band style ornament (帶輪狀金具) which decorates 

the arrow pouch, and a board style ornament (板狀金具) which decorates the board connecting the waist belt. Two 

ornamental metal quiver fittings excavated from wooden coffin 2 of  stone chamber No.1, were made in the band 

style, while the ornamental metal quiver fittings from southeast of  stone chamber No.1 were identified as two board-

style ornaments and two band-style ornaments for what was presumed to be belt loops. Material analysis of  the 

ornamental metal quiver fittings shows that they are made of  a gilt bronze plate attached to an iron plate, and the 

surface is marked with a speck of  chisel to make lines and patterns.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XRF) established 

that 24~40wt% Au and 50~93wt% Cu were detected on the gold surface, and it was confirmed that bronze 

corrosion had taken place on the gilt surface. SEM-EDS analysis of  the gold plating layer identified a working line 

for glossing, and 7~9wt% Hg and an amalgam of  gilt layers was detected, confirming the amalgam gilding. CT and 

FT-IR analysis established that the band style was double-layered with silk fabric under the iron plate, and there was 

also a lacquer piece underneath. The band-style ornaments have two layers of  silk under the iron plate, along with 

lacquer pieces. Adding the fabric to the arrow pouch increases adhesion and decorative value. It is assumed that the 

lacquer pieces indicate that the surface of  the lacquered arrow pouch had fallen together with the ornaments. On the 

other hand, the board-style ornaments have a thick layer of  organic matter under the iron plate, but this is difficult 

to identify and appears to be a remnant of  the quiver boar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ornamental metal quiver 

fittings were similar in Baekje, Silla, and Gaya cultures from the late 4th to the late 5th centuries, and enable us to 

identify the art of  ancient gold craftwork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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