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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 목관3의 동쪽에서 출토된 금동장식 편의 원형을 찾는 것이다. 금동장식 편은 

모두 작은 편으로, 크기 3㎝ 이내, 두께 0.2㎝ 내외로 19개 이상의 소량만 확인되었다.

각 금동장식 편에서는 원형의 투공과 원형의 타출[볼록 장식], 잎사귀 모양의 영락, 영락을 달기 위한 2개의 작은 구

멍과 금동실, 용도 미상 2개의 작은 구멍, 0.05㎝ 정도 크기의 연속되는 점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동장식 편

의 특징을 분류한 결과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금동장식 편을 대관, 모관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장식 편은 대관의 일부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금동장식 편의 1유

형과 3유형은 대관의 관테, 2유형은 대관 세움장식의 일부로 판별하였다.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주 복암리 1호 석실 금동제 대관에 대해 2가지 복원 형태를 제안하였다. 첫째 복원 안은 관

테 위아래 장식으로 파도 모양의 점열, 가운데 장식은 영락, 원형 타출과 영락, 원형 투조가 있는 것이다. 둘째 복원 안은 

첫째 안의 가운데 장식 중에 원형 타출이 1열 추가된 것이다. 동일한 형태의 세움장식은 小倉 collection 대관에서 유사성

을 찾을 수 있었으나, 관 전체의 구성이나 형태는 전혀 달랐다. 한편, 관테에서 보이는 용도 미상의 작은 구멍의 용도에 

대해서는 유기물 모자를 관테에 고정하기 위한 구멍으로 추정하였다.

복원된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의 금동관은 원형 투공 등의 특징으로 보아 다른 삼국시대의 대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기존의 가야, 마한·백제권 대관은 신라권의 균일한 형태의 대관과 다르게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와 장식이 특징이다.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관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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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장식 편의 원형을 찾는 것이다. 금동장식 편

에 대하여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보고서에서는 금동모관

의 편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256쪽). 그러나 금동장식 편은 일부 편만으로 확인되어 

원래 형태를 거의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금동장식 편을 면밀히 관찰하고, 다른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제품들과 비교 검토하여 그 원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의 도움

으로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한 훼손이 심한 나머지 편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금동장식 편의 복원 

안에 대해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이혜연,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의 오동선, 일본 国立歴史民俗博物館 타카다 칸

타[高田貫太]의 도움을 받았다.

Ⅱ. 유물 관찰

1. 출토 위치와 상태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은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산

9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향토문화유산 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촌고분은 잠애산(해발 112m) 서쪽 사면의 해발 

30~40m 지점에 위치한다. 금동장식 편이 확인되는 1호 

석실은 분구 남사면 중앙에 자리한다. 1호 석실은 장축 

4.8m, 단축 3.6m, 높이 3m 내외의 횡혈식석실로 추가장

은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출토 유물로는 금동신발, 마구, 도, 철촉, 토기 등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금동장식 편은 추정 목관3의 

동쪽에서 출토되었다. 금동장식은 모두 편으로 확인되었

고, 상부에서 떨어진 벽석으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관찰과 분류

확인된 금동장식 편은 보고서에 수록된 편과 나머지 

편을 포함하며 모두 19개 이상이다. 모두 크기 3㎝ 이내, 

두께 0.2㎝ 내외의 작은 편으로 원래 편에 비해 소량만 확

인되었다. 본고에 다루지 못한 편들은 모두 열악한 상태

이다. 대상 유물의 표면에는 금도금층이 확인되고, 금도

막 층에서는 수은(Hg)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내부 금속으로는 산화구리화합물이 확인되어, 금동장식 

편은 동[구리판]에 수은을 바르고 금박을 붙인 아말감 도

금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256·613~614·624쪽).

관찰 대상인 금동장식은 19개의 편이다(사진 1, 그

림 1). 각 금동장식 편의 특징은 <표 1>에 정리하고, 각 

편의 특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19개의 금동장식 

편을 분석해 본 결과, 1·4·15번 편을 제외한 대부분 한쪽 

면에서만 금도금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금도금은 한 부분의 표면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 밖에도 금동장식 편에는 원형의 투공과 타출, 잎

사귀 모양의 영락, 금동판에 영락을 꿰기 위한 2개의 작

은 구멍과 금동실, 그 외 용도 미상 2개의 작은 구멍 1조, 

0.05㎝ 정도 크기의 연속되는 점열 등이 규칙적으로 배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2·18번 편과 같

이 2매의 금동판을 부착된 것도 확인되었다. 금동장식 편

들의 특징을 분류한 결과 3가지 유형의 장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1유형 금동장식 편에서는 원형 투공, 원형 타출과 영

락, 점열문 등이 확인된다. 원형 투공은 2·6·7·9번 편과 같

이 직경 0.5㎝ 정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1㎝ 간격으로 2열

로 배치되어 있다. 원형 타출은 안에서 밖으로 도구를 이

용하여 누른 것으로 원형 투공 열 사이에서 확인된다. 원

형 타출은 직경 3.5㎝ 정도로 1㎝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

다. 일부 원형 타출에는 2개의 구멍을 뚫어 금동실을 투

과한 흔적이 확인된다(6·7번 편). 영락은 0.7×0.46㎝ 정

도로 오목한 잎사귀 모양이다. 영락은 2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금동실로 꿰어 고정한 것이고, 금동실을 여러 번 꼬

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면에는 금도금이 

잔존하지만 뒷면에는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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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금동장식 편 사진. A: 사진, B: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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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동장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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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유형의 특징은 2번 편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편은 원형 투공과 타출, 영락을 달기 위한 작은 구멍과 

금동실이 확인된다. 그 밖에도 훼손되지 않는 외연을 따

라 점열을 이용한 문양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양대는 파

상문(波狀文)과 파상문 위아래로 각 1열의 점열문이 연속

적으로 확인되는 형태이다. 그 밖에도 2번 편은 다른 동

판이 부착되어 있고, 서로 연결하기 위해 2개의 못을 이

용하였다. 못은 금동제로 보이나 부식이 심하여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뒷면의 동판은 폭이 1.85㎝ 정도

이다. 또한 2번 편은 1, 18번 편과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2유형인 4번 편은 휘어 있는 금속 판의 형태를 보인

다. 그리고 금속 편 외연에는 점열문 일부가 확인된다. 또

한 미세하게 8개의 원형 타출 흔적이 보인다. 2유형 편은 

1유형과 달리 금도금이 이(裏)면에도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15번 편에서도 관찰된다.

3유형은 5·13·14편이다. 이 3개의 편은 1개의 편으

로 복원이 되었다. 5번 편은 2개의 원형 타출과 잎사귀 모

양의 영락과 연결을 위한 금동실이 관찰된다. 훼손된 부

분의 외연에는 2개의 작은 구멍이 확인된다. 14번 편은 

작은 구멍 2개와 훼손되지 않는 외연을 따라 점열문 1열

이 있다. 3유형 편의 금도금은 표(表)면에만 확인된다.

이와 같이 정촌고분 1호 석실 목관3에서 출토된 금

동장식 편을 살펴본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

다. 각 금동장식 편은 얇은 판의 형태에 연속적인 원형 투

공을 한 투조와 원형 타출, 영락, 점선파기[點線彫]를 이

표 1 각 편의 특징과 유형(1~19번)

유물
(편)
번호

특징 유형 비고

1

- 2매의 동판이 2개의 리벳으로 부착됨, 리벳은 금동

제로 거의 유실됨. 그 외 2개의 작은 구멍이 확인

- 뒷면에 부착된 동판은 폭이 1.85㎝ 정도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2

- 2매의 동판이 2개의 리벳으로 부착됨, 리벳은 금동

제로 거의 유실. 그 외 2개의 작은 구멍이 확인

- 뒷면에 부착된 동판은 폭이 1.85㎝ 정도

- 직경 0.5㎝ 내외의 원형 투공 확인, 원형 투공 가운

데 원형 타출(0.35㎜) 열을 확인

- 영락과 관련된 2개의 작은 구멍 확인, 뒷면에 금동

실 흔적 확인

- 앞판에 점열문 문양대가 확인, 가운데 문양은 파상

문 형태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3

- 2개의 원형 투공 확인. 종방향의 금동실 일부 잔존

- 크기 0.7×0.46㎝ 정도인 잎사귀 형태의 영락 1개 

확인, 원형 타출은 밖에서 안으로 누름, 뒷판에는 금

동실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4

- 폭 1.2~1.4㎝ 정도의 금동판 확인

- 외연에 배치된 점열문 1열과 곡선을 이루는 점열문 

1열

- A면에서 금동실 확인(구멍은 확인되지 않음)

- 양쪽 면 모두 금도금이 잔존

2유형

5

- 2개의 원형 투공 확인

- 0.7×0.48㎝ 정도의 잎사귀 형태의 영락 1개 확인, 

영락은 밖에서 안으로 누름, 영락과 판을 연결하는 

금동실 확인

- 영락 구멍과 다른 작은 구멍 2개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3유형
5-14-

13
접합

6

- 2개의 원형 투공 확인

- 2개의 원형 타출 확인, 원형 타출 뒷면에서 금동실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7

- 4개의 원형 투공 확인

- 원형 투공 가운데 원형 타출 확인, 원형 타출에 금동

실로 만든 고리와 2개의 작은 구멍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8
- 점열문 문양대 확인, 점열로 된 파상문

- 작은 구멍 2개가 2조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9
- 4개의 원형 투공

- 원형 타출에는 영락을 달기 위한 금동실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10
- 2개의 원형 투공

- 원형 타출 바깥으로 금동실과 영락 일부 잔존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11
- 2개의 원형 투공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12
- 1개의 원형 투공

- 1개의 원형 타출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13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3유형
5-13-

14
접합

14
- 2개의 작은 구멍 확인

- 1열의 점열문이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3유형
5-13-

14
접합

15
- 점열문 1열과 곡선을 이루는 점열문 1열

- 양쪽 면 금도금 확인
2유형

16
- 1개의 원형 타출이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17
- 표면에 금동실 일부 확인, 영락 구멍이 있었을 가능성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3유형?

18

- 2매의 동판이 부착됨, 표면에는 1개의 리벳이 확인

- 1열의 점열문이 잔존

- 작은 구멍이 확인

- 뒷면에 금동실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1, 2번 

편과  

같은 

부위

19
- 작은 구멍이 확인, 금동실 일부가 확인

- 한쪽 면만 금도금이 잔존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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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점열문이 확인된다. 이 장식들은 일련의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정촌고분 1호 석실의 금동장식은 얇은 금동

판과 장식으로 보아 대관, 모관, 관식, 금동신발, 대장식

구 등의 유물로 원형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발의 스

파이크장식이 부재함으로 금동신발과 관련된 편으로 보

기 어렵다. 또한 대장식구의 방형장식판, 대구(帶鉤), 사

미(蛇尾)와 연관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식의 경우

로 보기에도 그 형태가 전혀 다르고, 금동판의 접힌 부분

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금동장식 편은 대관

과 모관일 가능성이 높고, 동일한 지역의 나주 신촌리 9

호분 乙관의 사례를 보아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도 대관과 모관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정촌고분 1호 석실의 금동장식 편 또한 대관과 모관

일 가능성을 제기해 본다.

그러나 금동장식은 작은 편 상으로 확인되어 원형

을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출

토된 삼국시대 금동모관과 대관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정촌고분 1호 석실 금동장식 편의 원형을 찾고자 한다.

Ⅲ. 비교 분석

비교 분석 대상은 삼국시대의 대관과 모관이다. 검

토한 대관은 107점, 모관은 43점이다1.

대관은 금속제로 대체로 금, 은과 함께 동에 금도금

한 금동(金銅)제품이 있다. 모관은 백화수피(白樺樹皮)제 

등의 유기물과 금, 은, 금동, 철제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일

부 모관에서는 관식이 끼워져 있는 채로 확인되기도 한

다. 이러한 관들은 모두 매장 시설 내부 부장품으로 확인

된다. 일부 고분에서는 복수의 대관과 모관을 동반하여 

그림 2 각 지역별 대관, 모관 출토 수량(정촌고분 제외).

경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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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관

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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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울릉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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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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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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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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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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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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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고흥

0

1

익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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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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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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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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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천안

0

1

창녕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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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화성

0

1

공주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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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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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

※출토미상: 대관 9, 관모 3

1 본고에서는 재질과 형태가 다른 백제의 철제 삼각형 관모를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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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되었는데, 그 예로 경주 황남대총 남분을 들 수 있다. 

이 고분에서는 약 대관 8(금동제7, 은1제), 모관5(금동1, 

은1, 백화수피3)와 같은 관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었다.

대관과 모관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분들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확인되는 관의 수량은 경주, 

대구, 경산, 양산, 울산 지역과 같은 신라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복수의 대관

과 모관을 부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신라 문화권에

서는 다른 문화권과 달리 대관의 부장량이 많은 것이 특

징이다(그림 2).

마한·백제 문화권 지역의 경우 관은 소수만 확인되

고 있다. 그러나 익산 입점리 1호분에서 금동제 대관 약 4

점, 모관 1점과 같이 복수의 관이 확인되었다. 그 외 유기

질 모관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장식 편도 확

인되었다. 한편 출토 위치가 확실한 고구려 대관과 모관

은 현재 소수만 알려진 상태이다.

1. 대관

대관은 관테에 세움장식을 부착한 구조를 보이고 있

다. 필자는 관테와 세움장식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관

테와 세움장식의 형태와 구성, 그리고 장식들의 유사한 

부분을 속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그림 3-범례).

1) 관테

관테의 형태는 크게 2가지 형태가 확인된다(그림 

3). 하나는 ‘一’자형, 다른 하나는 산 봉우리 2개의 형상

인 ‘광대이산식관(広帯二山式冠)’이라 불리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대관은 ‘一’자형으로 제작되었고, 강릉 초당동 

B-16호와 같이 윗변에 톱니 형태 장식을 부가하기도 하

였다. 또 다른 형태의 광대이산식관은 국내에서는 익산 

입점리 1호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과 같이 마한·백제권

에서만 확인되었다(高田貫太 2017, 114~116쪽).

관테의 장식은 대체로 조금(彫金, 파기·새기기), 타

출(打出, 돋을새김) 기법을 하거나, 영락(瓔珞)이라는 둥

그런 원판 형태의 보요(步搖)장식을 달기도 한다. 영락은 

2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사이로 금동·동제의 실을 꿰

어 금속제 원판을 매다는 장식이다.

관테에는 테두리를 따라 장식을 하는데 조금 기법

인 점선파기[點線彫], 축조(蹴彫)를 활용한 장식이 확인

된다. 관테 장식은 테두리를 따라 1, 2열의 점열 형태이거

나, 물결형태의 파상문(波狀文) 또는 삼각형의 문양을 보

이고, 파상문과 삼각문 사이에 원점을 찍기도 한다. 또한 

파상문과 삼각문은 점선파기 뿐만 아니라 축조 기법을 사

용하기도 한다(그림 3-장식 1).

내부 장식은 원형 타출[볼록 장식]하거나, 영락을 달

거나, 점열을 파내어 특정한 도안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그림 3- 장식 2). 원형 타출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 영락을 

달기 위한 구멍을 뚫는 것이 대부분이고, 횡방향으로 1~3

열을 배치하고 있다. 또는 원형 타출 없이 영락을 매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원형 타출 안에 영락을 매

달기 위한 구멍을 뚫고 있으며, 그 구멍은 종방향 배치가 

일반적이다.

내부 장식으로 특별한 도안을 한 사례는 나주 신촌

리 9호분 을관과 익산 입점리 1호분, 함평 예덕리 신덕고

분과 같이 마한·백제 문화권에서 확인되고 있다. 도안을 

한 경우에는 점선파기 뿐만 아니라 원형 타출, 영락 등 복

합적인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대관 편에는 환옥을 2가지 방법 이상으로 매

달아서 장식을 하고 있다. 그 방법은 신라 금관에서 확인

되는 곡옥을 매다는 방법과 전혀 다르다.

또한 관테 좌우에 구멍을 뚫어 아래로 늘어뜨린 귀

걸이 형태의 수식(垂飾, 귀걸이형 장식)을 매달기도 한

다. 그 형태는 두 가지 종류가 확인되는데, 하나는 이파리 

형태의 영락을 치렁치렁 매달고 꽃봉우리 형태의 드림[垂

下飾]이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통형 대롱을 끼워 넣

은 형태의 것이다. 이러한 전자의 수식은 신라 대관에서 

주로 확인되고, 후자의 수식은 대구·경산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외 관테의 끝부분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2~3개의 

구멍이 확인되는데, 2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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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관 관테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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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관 세움장식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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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움장식

세움장식[立飾]은 2~3개의 못을 이용하여 관테에 고

정한 장식이다(그림 4). 대체로 3개 또는 5개의 세움장식

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품과 같이 

1개의 세움장식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세움장식의 형태는 대부분 <그림 4>의 형태 Aa형

처럼 맞가지 형태로 가지 수가 3단인 경우가 보편적이며, 

Ac·Ad형 등과 같이 1단도 소수 확인된다. 형태 Ab형의 

경우에는 Aa형과 같이 조합되고 관테의 뒷부분에 좌우 

배치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세움장식이 

확인되는데, 마한·백제, 가야 지역 세움장식의 경우에는 

독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움장식에는 조금, 타출 기법을 하거나 영락을 달

기도 한다. 세움장식의 테두리 문양은 테두리를 따라 1, 2

열의 점열 형태이거나, 파상문과 점의 구성이 확인된다. 

파상문은 축조를 한 것이 대부분이다.

내부 장식은 원형 타출하거나, 영락을 달거나, 점

열을 파내어 특정한 도안을 형상화하기도 한다(그림 4-

장식 2). 원형 타출은 관테와 같이 종방향으로 1~3열을 

배치하고, 원형 타출 내부에 영락을 매달기 위한 구멍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원형 타출 없이 영

락을 매달기 위한 구멍을 뚫기도 한다. 영락 구멍은 일

반적으로 종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밖에도 도안에 

따라 점열을 한 사례는 소수 확인된다. 그중 나주 신촌

리 9호분 을관 대관처럼 파상문의 점열 형태와 <그림 

4>의 장식 2-i와 같은 도안을 찍어내기도 하였다. 을관 

출토품은 그 외에도 <그림 4>의 장식 3과 같이 각 세

움장식의 끝부분에 3개씩 구슬 형태의 옥을 장식하였는

데, 이는 옥을 부착한 금동판을 세움장식 이면에 부착한 

형태이다.

그 외 금동제 대관의 관테 뒷면에는 금도금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세움장식은 대체로 이면에도 금도금

을 한 경우가 많다.

한편 세움장식과 함께 경주 보문동 합장분, 경산 임

당 2호분 북주곽, 경주 서봉총, 대구 달성 유적 37호 1곽·2

곽 등에서는 세움장식과 함께 띠상의 십자 형태 내관도 

확인되기도 하였다.

2. 모관

모관은 수피(樹皮), 직물, 금·금동·은제가 확인된다

(그림 5). 모관 형태는 테두리를 기준으로 상부 테두리 모

양이 둥근 호형(弧形)과 편평한 제형(梯形)이 확인된다. 

특히 수피로 제작한 모관은 대개 측판 2개로 구성되며, 

이는 금동모관과 형태는 물론 기본적인 구성에서 일치하

고 있다. 그러나 금속제 모관은 황남대총 출토품을 제외

하면 측판을 고정하기 위해 금속제 테두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금속제 모관의 구성은 백화수피제보다 구성에 있어 

복잡하다. 금동모관 구성은 측판과 테두리, 밑판, 전입식

(前立飾, 앞쪽 장식)외에도 후입식(後立飾, 뒤쪽 장식), 익

입식(翼立飾, 날개장식), 대롱과 연결된 수발이 관찰된

다. 이러한 구성을 모두 갖춘 것은 고흥 안동 길두리 고분 

출토품이 유일하다(그림 5).

측판·전입식·후입식·익입식에서는 투조, 축조, 타출 

등이 관찰된다. 특히 측판과 전입식의 경우 마름모, 하

트, 삼각, T자, 당초, 이엽, 삼엽, 상상 속의 동물 등을 표

현한 투조 기법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그중 고흥 길두

리 안동 고분 모관은 측판·전입식·후입식·익입식에 동일

하게 이엽문을 투조한 것이 관찰된다. 그리고 서산 부장

리 5-1호분 금동관에서는 투조, 축조, 타출 기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금동모관은 육각문 형태의 규격 안

에 봉황과 같은 상상 속의 동물 형상을 투조로 묘사하고, 

그 세부 묘사를 축조하여 선을 새겼다. 또한 육각형의 경

계에서는 축조와 타출을 이용하여 파상문을 새기고, 파

상문 가운데 점을 찍었다. 그 외에서 영락을 매달기 위한 

구멍도 확인된다.

밑단 장식으로는 주로 점선파기와 축조, 타출 기법

이 확인되는데, 그 형태가 서로 다르다. 공주 수촌리 고분

군 출토품은 특수한 도안을 축조하였는데, 잔존 상태가 

좋지 않아 그 원형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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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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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모관 테두리에는 일부 영락을 단 것들이 확인

된다. 주로 영락은 상부에 1열로 다는 것이 많으나, 서산 

부장리 5-1호분 경우에는 영락을 테두리의 좌우로 매달

기도 하였다.

3. 비교 분석

이제 앞서 검토한 속성을 바탕으로 정촌고분 금동장

식 편의 종류를 판별하고자 한다. 비교 분석은 각각 대관

과 모관과 비교하였다. <표 2>는 검토한 대관·모관의 몇

몇 속성을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장식 편과 비교 분

석한 결과이다. 비교 분석은 대관·모관의 구성과 형태, 평

면 장식 기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면 장식 기법은 조금, 

타출, 투조, 영락 구멍, 금도금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와 같이 정촌고분 1호 석실 금동장식 편은 

대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금속제 모관은 

거의 대부분 모관 테두리를 갖추고 있으나,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는 모관 테두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테두리와 같이 모관을 식별하기 유용한 대롱이나 수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촌고분 금동장식 편 중 1, 2, 18번은 마치 

관테와 세움장식이 연결된 것과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 

즉 약 2개의 금동 못을 이용하여 2매의 판을 결합하였는

데, 뒤 쪽에 부착된 폭 1.8㎝ 정도의 판은 세움장식으로 

관테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유형의 다

른 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식에서 원형 타출과 영락

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은 보통 대관에서 확인되는 것이

다. 물론 원형 투조는 관테에서 보이지 않는 속성이지만, 

정촌고분 금동장식 1유형은 관테와 세움장식의 일부분이

라고 판단된다.

이로 보아 2장에 분류한 3가지 유형의 편들의 특징

과 각 부위는 <표 3>과 같다. 1유형은 관테와 세움장식 

하부의 편으로 판단된다. 2유형은 금도금이 앞뒤로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세움장식으로 추정된다. 3유형은 1유

형에서 관찰되는 원형 투조와 영락 구멍과 영락, 작은 구

멍 2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관테의 일부분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3유형은 1유형의 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달

리 원형 타출이 확인되지 않아, 관테의 끝부분일 가능성

이 있다.

표 2 삼국시대 대관·모관과 정촌고분 1호 석실 금동장식의 속성 비교

속성
항목

대관과 모관 속성 정촌고분 금동장식 속성

대

관

구성 관테, 세움장식

판형의 형태: 일부 편에서 금동 

못을 이용하여 2 개판을 부착한 

편을 보아 관테, 세움장식일 가

능성 있음

형태 一자형, 광대이산식 

광대이산식으로 볼 수 있는 편이 

없음

一자형일 가능성이 높음

평

면

장

식

기

법

조금
1열·2열 점열문, 파상문, 파상문+

점, 삼각문, 삼각문+점, 큰삼각문

파상문과 점열문을 점선파기로 

표현 

타출
1~3열 원형 타출[볼록 장식] 그

리고 영락
1~2열의 원형 타출이 확인 

투조
세움장식 일부에서 확인, 관테에

서는 확인되지 않음
2열의 원형 투조 확인

영락

구멍

원형 타출 후 그 가운데에 영락 

구멍을 뚫음, 종방향 배치가 대

부분

원형 타출 내부에 영락 구멍을 

뚫은 흔적이 확인 

금도

금 

관테에는 앞면에서 금도금, 세움

장식은 앞뒤 금도금 양상이 관찰

한쪽 면만 있는 경우와 양쪽 면

이 있는 경우가 모두 확인

모

관

구성
테두리, 측판, 밑단, 전입식, 후입

식, 익입식, 대롱·수발

모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테두리 또

는 대롱과 수발은 확인되지 않음

형태 호형, 제형 방형 또는 띠상의 형태일 가능성

평

면

장

식

기

법

조금
파상문, 파상문+점, 투조된 도안

을 따라서 축조 

특정한 도안은 확인되지 않음, 

점열과 파상문만 확인

타출
어린문 타출, 도안에 따른 1열 원

형 타출
원형 타출의 반복적인 패턴 확인

투조 기하학적, 동식물 등 자연물 도안 원형 투조의 반복적인 패턴 확인

영락

구멍

원형 타출을 하지 않음, 영락 구멍 

배치는 횡·종, 사선 방향 등 다양함 

원형 타출 후 영락, 영락 구멍은 

대체로 한방향 배치

금도

금 

표면에만 금도금, 이면은 거의 

확인되지 않음

한쪽 면만 있는 경우와 양쪽 면

이 있는 경우가 모두 확인

표 3 정촌고분 1호 석실 금동장식 편의 추정 부위

1유형 2유형 3유형

특징 

- 표면에는 원형 투공, 원형 타출, 

영락, 점열문(파상) 확인

- 일부 판에는 2매의 판이 2개의  

금동못으로 고정(1, 2, 18번 편)

- 앞판의 금도금은 한 면에만 확인, 

1번 편 뒷 판의 금도금은 양면에 

모두 확인

- 휘어져 있는  

형태의 금속판 

점열문 확인

- 원형 타출 열  

확인

- 금도금은 양면 

모두 확인

- 원형 투조, 2개의 

작은 구멍 2열, 

영락

-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여백 

확인

번호
1, 2, 3, 6, 7, 8, 9, 10,  

11, 12, 16, 18, 19 
4, 15 5, 14, 13, 17?

추정

부위
관테, 세움장식 하단 세움장식 관테?



21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3

Ⅳ.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관의 
원형과 의미

1. 원형 복원

대관의 형태를 추정하기 위해 유형별 각 편의 특징

을 분석하였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테는 1, 

3유형, 세움장식은 2유형의 편으로 판단하였다.

1) 부위별 특징

(1) 관테-1유형

관테의 세움장식은 1, 2, 18번으로 보아, 2개의 금동

못으로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7). 못 사이에는 용도 

미상의 구멍 2개가 확인된다. 또한 관테는 한쪽 면에만 

금도금이 되어 있고, 세움장식은 양면에 금도금이 되어 

있다(1번 편 참고).

문양 구성은 2번 편으로 보아 관테의 상부에는 점

선파기로 파상문 문양대를, 중앙에서는 영락 구멍, 원형 

투조, 원형 타출, 원형 투조 순으로 보인다. 또한 하부는 

남아 있지 않지만 상부와 마찬가지로 점선파기로 파상

문 문양대를 장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9번 편은 

상면에서 영락, 원형 투조, 원형 타출, 원형 투조, 원형 타

출 순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9번 편은 

원래 2개의 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후에 언급

하고자 한다.

영락은 2개의 영락 구멍을 뚫어서 금동실에 꿴 것으

로 확인된다(3번 편). 그 외에도 6, 7, 19번 편과 같이 원

형 타출을 하고 영락 구멍을 뚫은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영락은 파상문 문양대 아래 1열과 원형 투조 아래에 타출

을 한 후 영락을 단 것이 1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락의 형태는 오목한 잎사귀 형태이며, 크기는 장변 

0.7㎝, 단변 0.45㎝ 정도이다. 현재 고착된 영락의 방향은 

원래 늘어뜨려진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영락의 방향과 영락 구멍이 종방향인 점을 통해 편의 부위

에 대한 단서를 유추할 수 있다. 7번, 10번에도 작지만 영

락 편들이 일부 남아 있어 편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용도 미상의 작은 구멍이 2개씩 일정한 간

격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용도 미상의 작

은 구멍은 영락 구멍과 달리 횡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구멍은 관테의 상부뿐만 아니라, 하부에도 배치된 것

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관테는 위에서부터 파상문 문양대, 영

락, 원형 투조, 원형 타출과 영락, 원형 투조, 파상문 문

양대의 구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9번 편을 적극 

반영할 경우에는 하단에 원형 타출이 하나 더 있을 가능

성이 있다.

(2) 관테-3유형

3유형 편인 5, 13, 14편은 서로 같은 편으로 복원되었

다(그림 7). 영락의 방향으로 보아 원형 투조, 원형 타출을 

하지 않은 영락, 원형 투조, 용도 미상의 작은 구멍과 1열

의 점열이 확인된다. 점열은 파상문 문양대의 일부로 금

도금이 벗겨지면서 1열의 점열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원형 투조의 간격이 1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장

식이 간소화 되는 관테의 뒷부분 편으로 생각된다.

(3) 세움장식-2유형

2유형은 4, 15번 편이다(그림 7). 이 편은 금도금이 

양면에서 확인되고, A면에는 점열이 확인되고 있다. 점열

은 외연을 따라가는 선과 함께 파상문으로 추정되는 점열

이 함께 확인된다. 따라서 A·B면은 모두 점선파기로 장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0.25㎝ 정도의 원형 타출이 확인되는데 

B→A면으로 누른 것이 8개 확인된다. 원형 타출은 점열

과 함께 파상문의 장식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파상

문의 잔존 부위가 적어서 확신하기 어렵다.

2) 복원 안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장

식 편을 배치하면 <그림 8>과 같다. 금동장식 편은 세움

장식과 관테로 구별할 수 있다. 그중 세움장식은 남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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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정 관테 편 분석.

관테(1유형	편)

관테(3유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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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3개 이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테 편 중 구성에 있어 부조화를 이룬 편이 

있다. 9번, 5-13-14번 편을 모두 동일한 편으로 볼 경우에

는 원형 타출 열이 늘어날 가능성과 하부 문양대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동관의 문양대는 상·

하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5-13-14편이 관테가 아닌 다른 

부위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관테 복원 안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그림 9A).

1안은 상하에 파상문 문양대, 가운데 장식으로는 영

락, 원형 투조, 원형 타출+영락, 원형 투조가 있는 것이

다. 이 안은 5-13-14편은 관테 뒷부분으로 배치할 수 있

고, 관테 높이는 약 3.4㎝이다. 그러나 9번 편이 부조화

를 이룬다.

2안은 상하에 파상문 문양대, 가운데 장식으로 1안

과 같이 영락, 원형 투조, 원형 타출+영락, 원형 투조가 있

고 하부에 원형 타출이 1열 추가된 사례이다. 이 안의 경

우에는 관테 높이가 약 3.86㎝ 정도이고 5-13-14편은 동

일한 부위로 보기 어렵다.

필자는 사실 9번 편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9번 편은 현재 2편으로 나눠진 상태이지만, X-RAY 

사진을 보거나 편을 비교해 보면 같은 편일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영락 구멍의 방향이 <사진 1B>의 X-RAY 사

진과 같이 상부는 종방향, 하부는 횡방향으로 뚫려 있다. 

보통 같은 부위의 영락 구멍은 같은 방향으로 뚫기 때문

에 서로 다른 부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복원 안의 1

안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움장식에 대한 복원은 현재 남아 있는 양이 적고, 

휘어진 형태라고 하나 세움장식 형태 Ab형(그림 4)과 같

은 형식에서 그 원형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관테에 잔존

한 세움장식의 폭이 1.85㎝, 세움장식의 가장 큰 편의 폭

은 1.66㎝ 정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에서 서로 부착

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보아 세움장식 형태는 경상남도

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오구라컬렉션[小倉collection] 

소장 금동관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오구라

컬렉션 금동관의 세움장식과 관테 연결 부위에서는 1, 2

번 편과 같은 세움장식의 기울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내부 장식은 전혀 다르다(그림 9B).

또한 세움장식의 내부 장식에서도 파상문과 원형 타

출이 조합된 파상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양면 모두

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A·B면 중 어느 면이 앞쪽인지 추

정하기 어렵다.

그림 7 추정 세움장식 편 분석.

세움장식(2유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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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테 상, 하에는 용도 미상의 작은 구멍 열이 

확인된다. 이러한 관테의 용도 미상의 작은 구멍 열은 합

천 옥전 고분군 M6호분, 대구 달성 37호분 1곽의 대관에

서 확인된다. 이 대관들은 각각 상·하연을 따라서 열상의 

2개 구멍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그중 대구 달성 37호분 1곽 출토품에 경우 첫째, 백화수

그림 9 A: 관테 복원 안, B: 세움장식 복원 안.

A

B

배치(주요	편)

복원안(세움장식은	3개	이상으로	추정,	5개?) 세움장식	참고사례

1
안

2
안

복원안 문제점

그림 8 금동장식 편 부위별 배치도.

세움장식

세움장식 부착 부위

부조화 편

관테(※임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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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관테의 용도 미상 구멍 관련 참고 자료.

대구	달성	37호분	1곽

십자형	내관
(유기물	모자의	가능성?)

십자형	내관
(일종의	흔적장식?)

사진	출처:	http://sanukinochushin.doorblog.jp/archives/1647495.html
소장:	善通寺市立鄕土館

확대

확대

진품 재현품

정면 상면

높이
약 20cm

합천	옥전	고분군	M6호분

(일본)	王墓山古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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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또는 직물로 만든 모자를 바느질하기 위한 구멍, 둘째, 

세움장식, 십자형 내관의 고정 위치를 조금씩 수정한 흔

적으로 보았다(국립대구박물관 2015, 100쪽). 필자는 일

본 오보산고분[王墓山古墳]에서 출토된 금동관 표면 장

식은 십자형 내관에 대한 흔적 장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십자형 내관은 내부 복발과 같은 

모자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작

은 구멍들은 관테의 장식이라 보기 어렵고, 내부 유기물 

모자의 고정과 연관된 구멍이라고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고 판단된다(그림 11).

2. 원형과 의미

지금까지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관은 대관으로 

판단하고, 그 형태를 유추하였다. 그리고 일부에 대한 복

원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토된 삼국시대 대

관의 관테에는 투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세움장식의 형태와 구성도 오구라컬렉션 

소장 금동관과 같이 독특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대관 형태의 금동관은 신라 문화권을 중

심으로 출토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 형태는 소위 맞가지

(出자형) 형태를 띤다(도 15의 세움장식 Aa형). 세움장식

은 3단이며, 그 수는 3개, 그 꼭지는 보주 형태가 대부분

이다. 그리고 세움장식 Ab형(그림 12)도 조합되기도 한

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신라 대관들의 세움장식

은 원형이 유지되지 않는다(함순섭 2000, 76쪽). 그리고 

변형된 형태의 금동관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세움장식의 

숫자도 4개로 변모하게 되고, Ab형 세움장식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가야권에서 출토되는 대관의 세움장식은 신라와 달

리 맞가지 형태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가야의 대관은 장식에 있어서 점열, 원형 타출 후 영락이 

아닌 축조 기법을 한 파상문이 확인된다. 세움장식의 독

창적인 형태와 장식은 마한·백제권의 대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관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후기형 이

전의 신라 금동관들의 관테와 세움장식은 형태와 장식에 

있어 서로 비슷하며, 비교적 균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

나 가야, 마한·백제권의 대관 관테들은 장식에 있어서 균

그림 11 정촌고분 관테 복원 안.

*세움장식은	미복원

*유기물	모자?

*	용도미상의	2개의	구멍
	:		유기물	모자	관테를		
고정하기위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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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함 보다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광대이산

식의 관테는 마한·백제권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마한·백제권의 익산 입점리 고분군 1호분과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의 금동관과 같이 비슷한 형태를 찾기 어려운 

제품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신라의 금동관과 달리 

가야와 마한·백제권은 적은 수량만 일정한 시기에 제작

된 탓으로 생각된다. 그로 인해 이 지역의 금동관은 이후

에도 꾸준하게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에 있어 전통

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신라, 가야, 마한·백제권 출토 대관 세움장식 형태(①), 나주 신초리 9호분 乙관과 익산 입점리 1호분 금동관(②).

신
라

가
야

마
한
·
백
제

a

f

o p

j k l q

b
g h i

(후기형)
*東垣선생 기증품,

경주 보문동 합장분, 은령총 해당

경주	양식 퇴화(지역양식)

*동해 추암동

가-21호묘

*합천 옥전

M6호분

*익산 입점리

고분군 1호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高田貫太, 2017)

*익산 입점리 1호분

*고령 지산동

32호분

*고령 지산동

30-2호 석곽

*전 고령

출토품

*전 경상남도

(오구라 컬렉션)

*단양 하리

출토품

*안동 지동

2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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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출

토된 금동장식 편을 금동관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신

라와 가야, 마한·백제권에서 출토되는 금동관과 정촌고분 

금동장식 편을 비교한 결과 모관이 아닌 대관에서 유사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금동장식을 재분석하였

고, 관찰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그 원형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동장식 편에서 보이는 용도 미상 작

은 구멍을 통하여 관테는 유기물 모자에 고정하여 씌웠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통하여 금동관의 일부 편을 가

지고, 그 원형에 대한 복원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품만 아니라 다른 고분들

의 미상 금동장식 편들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꾸

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

2 본고는 2019년 10월에 국립나주박물관에서 개최한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관 원형과 

의미」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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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al Form and Meaning of the Gilt Bronzed 
Crown in Naju Bogam-ri Jeongchon Tombs (NBJ) 

This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original form of  the gilt-bronze ornamental pieces unearthed from 

the east part of  the third wooden coffin in the Naju Bogam-ri Jeongchon (NBJ) tombs. The gilt-bronze ornamental 

pieces were all small, measuring less than 3cm in size  and about 0.2cm in thickness, and only 19 or more small pieces 

were identified.

In each piece of  gilt decoration, a circular perforation, convex pattern, leaf-shaped spangle (瓔珞), 2 small holes 

for attaching spangles and gilt-bronze thread, 2 small holes for unknown purposes, and a continuous dot pattern of  

about 0.05 cm can be observed.

As a result, it was judged that the gilt-bronze pieces excavated from the NBJ No. 1 chamber were part of  

the Headband Crown . Therefore, type 1 and type 3 of  the gilt-bronze pieces were determined to be part of  the 

Headband , and type 2 to be part of  the Vertical Ornaments. Based on previous results, two types of  restoration 

were proposed for NBJ No. 1 tomb gilt-bronze ornaments. 

In the first restoration proposal, there are wave-shaped dot patterns on the top and bottom of  the crown, and 

the middle decoration is  a spangle, circular perforation and spangle and a convex-pattern. In the second restoration 

plan, one row of  convex patterns was  added among the decorations in the middle of  the first.

The same type of  vertical ornament was found in the Sochang (小倉) collection crown, but the overall structure 

and shape of  the crown were completely different.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small holes of  unknown use, as 

seen in the crown, was presumed to represent holes for fixing to a cap of  organic matter. 

The restored NBJ No. 1 tomb gilt-bronze crown is characterized by circular punching, which makes it difficult to 

find an analogy  in the other Three Kingdoms-period crowns. Unlike the existing halls in Gaya, Mahan, and Baekje, 

each district has a unique shape and decoration. The gilt-bronze crown excavated from NBJ No. 1 tomb is thought 

to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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