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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강·금강유역 원삼국~백제 한성기까지 분묘에서 확인되는 철기의 부장양상의 변화와 

지역별 특징 파악을 위해 지역별·시기별 양적 변화양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시기 부장철기의 변화상은 총 5기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농·공구류의 부장량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원삼국에서 백제화

되는 영향에 따라 농업 생산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무기류의 출토량이 높은 지역은 

원삼국에서 백제로 정치체의 변화과정 속에서 전쟁참여 집단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마구류와 철정과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에서만 한정되어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구류와 같

은 경우는 군사체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4세기 후반부터 급증하며, 철정은 철생산 관련 집단과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장철기의 특징으로는 지역별·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부장패턴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묘제에 따라 부장패턴의 변화상이 관찰되며, 영남지역과 비교할 때 박장화의 경향이 관찰된다.

본고에서 대상이 되는 한강·금강유역은 마한과 백제의 고지에 해당하며, 정치체의 변화에 따른 

부장양상과 형태적 변화상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즉 시기성을 반영한 사회적 변화상과 함께 철

기의 제작기술 및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부장양상, 철기, 원삼국, 백제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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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대 국가나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할수록 매장의례 역시 다양화되고 집단이나 구

성원 간 고분의 규모나 부장품의 격차도 더욱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고분과 부장품

을 통해 그 집단이나 구성원들의 계층구조와 역할, 나아가 사회 구조와의 관계를 파

악할 수 있다고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69).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시간적 범위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양상에 따라 철제 도구

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원삼국~백제 한성기이며,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

로 마한과 백제의 고지로서 철기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한강·금강유역이다.

신라나 가야 고분에서는 황남대총과 같이 특정 무덤에 부장만을 위해 만들어진 

철기가 집중적으로 매납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반면에, 한강과 금강유역의 마한·백

제 고분들은 무덤들 사이의 철기 출토 빈도의 편차도 그리 크지 않고 대체로 실용기

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매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성정용 2000a). 이는 본고에서 대

상으로 하는 마한·백제지역에서 출토된 철기가 당시 사회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

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철기 부장양상

에서 변화가 관찰된다면 이는 단순히 철기 종류나 양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내적인 

변화에 수반된 현상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한편 특정 고분의 봉토 규모나 부장품 등은 피장자의 사회적 인성(social personality), 

즉 성,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특정시점에 만들어진 여

러 분묘 사이에 보이는 규모나 부장품 질·양의 차이를 비롯한 분묘축조에 들어간 

노동비용의 차이는 결국 사회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인성의 차이 또는 기본자원에의 

차별적 접근의 총합으로서의 계층 분화정도를 반영한다(朴淳發 1999). 이처럼 고분

은 고대 사회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결집되어있는 가장 좋은 고고학적 지표 가

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각 무덤에 

보편적으로 부장되어 있으면서 피장자와 그 사회집단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

다고 생각되는 철기의 부장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한강과 금강유역의 마한·백제 한성기 고분에서 출토된 철기 자

료들을 집성하고, 그 시기적 공변성을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부장철기의 기능별 부

장비율의 차이와 그 변화상을 통해 당시 무덤을 축조한 집단들의 성격과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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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유적들의 시간적 위치 파악과 함께 철기 부장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먼저 이 지역 철기들에 대한 기존의 형식 분류와 편년 연구성과(김길식 

1994; 이남규 1998, 2002, 2005, 2008; 성정용 2000b; 이범기 2003; 권도희 2006; 김

상민 2007; 이보람 2008; 최영민 2010; 함재욱 2010; 김새봄 2011; 이상길 2014; 노

태호 2014; 정낙현 2014)를 토대로 상대편년을 실시하고 주요 철기의 형태적 변화에 

따라 5기로 분기를 설정해 보았다. 한편 시간적·공간적 비교를 위해서 각 지역과 유

적에서 출토된 철기의 종류별 평균 빈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유적 분포양상과 편년

1. 유적 분포양상

본고에서 대상이 되는 지역인 한강·금강유역은 원삼국 단계부터 삼국시대까지 

다양한 분묘유적이 분포하며, 각종철기유물이 부장되는 지역이다. 원삼국, 즉 마한 

단계에서는 지역별로 각개 재지집단세력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지역색을 보

이고 있다. 이렇듯 유적의 집중도가 보이는 곳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비교적 공통

된 문화상을 공유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수계망과 지형적인 

특수성, 유적의 집중도를 감안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지역구분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기준은 하천권역구분 중 중권역에 해당

하는 하천단위로 하천단위는 국가하천이다.1) 하천단위와 함께 특정지역을 구분 짓는 

산맥 등을 포함한 지형조건 역시 지역구분에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본고에서 대상이 되는 지역의 원삼국~백제 한성기 철기가 확

인된 분묘유적은 하천과 수계, 산맥 등의 지형과 유적의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총 13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적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1) 자료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이다.(http://www.riv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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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삼국∼백제 한성기 철기 출토 분묘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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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적명 출전

충남 
서해안
권역

서산 
여미리방죽골

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해미 기지리 공주대학교박물관 2009

당진 채운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미호천
유역

진천 송두리 충북대학교박물관 1991

청원 주성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b

청원 송대리
·상평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2000a

청주 미평동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청주 송절동

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 1994a;
충북대학교박물관 1994b;

百濟文化開發硏究院·

忠北大學校博物館 1995

청주 봉명동 충북대학교박물관 2005b

청주 명암동 국립청주박물관 2000

청주 신봉동
충북대학교박물관 1983, 1990, 
1995, 1996, 2002b, 2005a; 

金成明·申鐘煥 1993

청주 산남동
42-6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청주 
가경동4지구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a

금강
상류역

대전 노은동 충남대학교박물관 2004

대전 송촌동 대전보건대학박물관 2002

대전 용산동 충남대학교박물관 2002

대전 궁동 충남대학교박물관 2006

대전 구성동 한남대학교박물관 1997

금산 수당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금강
중류역

청원 부강리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연기 용호리
공주대학교박물관 2008;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연기 응암리 공주대학교박물관 2008

공주 장원리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공주 제천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하봉리 국립공주박물관 1995

공주 수촌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연기 송원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연기 송담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금강
중하
류역

공주 덕지리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공주 
분강·저석리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공주 남산리
尹武炳 1987; 濟文化開發硏究院
·公州大博物館 1990; 鄭聖喜 
1991; 國立公州博物館 2001

금강
하류역

서천 봉선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5;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서천 추동리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서천 저산리
·수성리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2

군산 산월리 군산대학교박물관 2004

[표 1] 대상유적 현황표

지역 유적명 출전

한강
하류역

김포 운양동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김포 학운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인천 동양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인천 연희동 서경문화재연구원 2010, 2011

인천 운서동Ⅰ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중산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남한강
유역

충주 금릉동 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충주 문성리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원주 법천리
김원룡 1973; 국립중앙박물관 2000, 

2002; 國立中央博物館·

國立春川博物館 2009

탄천
유역

용인 대덕골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용인 마북리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용인 신갈동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용인 상갈동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용인 두창리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오산천·
황구지천

유역

오산 궐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오산 수청동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오산 수청동
백제분묘군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군포 부곡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평택 마두리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8

화성 마하리
호암미술관 1998; 

숭실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4

화성 화산고분군 한신대학교박물관 2002

화성 백곡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안성천
유역

안성 도기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안성 신두리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천안 도림리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2011

곡교천
상류역

천안 신풍리 충남대학교박물관 2004

천안 
대화리·신풍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4

천안 화성리 국립공주박물관 1991

천안 운전리 충청문화재연구원 2004

천안 용원리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곡교천
하류역

아산 용두리진터 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아산 
명암리밖지므레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아산 명암리 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천안 청당동 국립중앙박물관 1993, 1995

천안 두정동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아산 초사동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충남 
서해안
권역

보령 관창리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1997

서산 예천동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서산 
언암리낫머리

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서산 부장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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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년

여기에서는 철기류와 공반유물의 분석을 통해 각 유적군의 시기를 설정하고자 하

며, 다만 각 유적에서 출토된 각각의 유물 및 유구에 대한 자세한 편년은 지양하고 유

적의 중심연대를 기준으로 편년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각 집단별 매장양상과 집단

이 갖는 특징의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

으로 지역별·시기별 부장양상의 특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철기는 기종별로 철촉(성정용 2000b; 함재욱 2010; 정낙현 2014), 철모(高久健二 

1992; 김성태 1996; 성정용 2000b; 신동조 2008; 김새봄 2011), 철도(성정용 2000b; 

이보람 2009; 김신혜 2009; 노태호 2014), 철겸(김상민 2007)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시기정립이 되었으며, 토기류에서는 원저심발형토기2)와 유개대부호의 조합, 백제토

기의 등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원저심발형토기와 유개대부호의 조합은 원삼국

시대 토광묘에서 출토되는 특징적인 유물이다. 한편 백제토기가 출토되는 경우는 백

제화 또는 백제의 간접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백제토기란 백

제 국가의 형성시점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일련의 토기를 지칭한다(박순발 1992). 

이를 토대로 본고에 대상이 되는 분묘유적에서 확인된 철기의 시기 구분을 하면 

총 5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1기의 주 묘제는 토광묘이며, 2단관식의 관부돌출형 철

모와 철검, 무경역자형 철촉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시기 특징적인 것으로는 공반

토기 중 주로 유개대부호와 원저심발형토기의 세트화가 관찰된다는 점이다(강지원 

2012). 이러한 경향은 특정유적에 한정되어 확인되며, 예컨대 오산 궐동, 평택 마두

리, 아산 용두리진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유적은 다른 시기들에 비해 소수가 확인되며, 오산천·황구지천유역의 

오산 궐동·평택 마두리, 곡교천 하류역의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충남서해안권역의 

서산 예천동유적, 미호천유역의 진천 송두리유적, 금강 중류역의 연기 용호리유적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원삼국시기 철기가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분묘 유적들

로 이 지역 철기 변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기는 토광묘와 주구토광묘가 주를 이루며 무기류에서 철검이 계속해서 출토되고 

환두도의 부장도 확인된다. 철모의 경우 2단관식의 형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유관직

2) 강지원(2012)은 기왕에 소옹 혹은 원저옹으로 명명되던 것을 심발형토기와 기형에서 차이만 확인될 뿐 용도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원저심발형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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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철기 출토 분묘 유적의 존속기간

권역 유적명
(2세기 후반 이전) (2세기 후반~3세기 중반) (3세기 중반~4세기 중반) (4세기 중반~5세기 중반) (5세기 중반 이후)

5기4기3기2기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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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의 철모가 주를 이룬다. 철촉은 무경식 철촉이 1기에 이어 계속 확인되며, 역자

형이 주를 이룬다. 농·공구류에서는 직인의 철겸이 주로 확인되며, 무관형의 도자가 

주로 부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토기류에서는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가 주로 

부장된다.

3기는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환두도가 단병기에서 주를 이루는 무기체계를 보이

며, 목병도가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이다. 철모의 경우 무관직기형의 철모가 계속해서 

확인되며, 연미형의 철모들이 처음으로 확인된다. 3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

는 것은 철촉의 다양한 변화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무경역자형의 철촉은 점차 사라

지고, 경부가 발달한 철촉들이 다수 확인되기 시작한다. 대부분 1단경식에 해당하며, 

2단경식에 해당하는 착두형·유엽형·사두형 계열의 철촉들도 함께 부장되기 시작

한다. 철겸은 여전히 직인과 곡인이 같이 확인되며, 철도자에 있어서 기존의 무관과 

편관의 도자가 새로이 등장하게 된다.

4기는 원삼국 말기에서 백제 한성기의 교체과정에 해당한다. 일부지역에서 석곽

과 석실 등이 등장하나, 아직까지는 주로 토광묘 계열의 묘제가 사용되었다. 철기의 

변화상에서는 목병도가 본격적으로 부장되기 시작하며, 환두도의 소멸이 관찰되는 

시기이다. 한편 철모는 유관직기형의 철모가 감소되며 연미형의 철모들이 주를 이루

게 된다. 철촉은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로 1단경식의 철촉들이 주로 확인되며, 2단

경식의 능형계와 도자형계의 철촉들이 새로이 등장하게 된다. 철도자에 있어서는 무

관형의 도자가 줄어들고 편관이 주류를 이룬다.

5기는 백제 한성기로 다양한 묘제와 함께 부장 철기의 종류 또한 다양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이다. 기종별

로는 목병도가 계속해서 주 단병기로 부장되며, 환두도는 장식대도로 변화해 실용기

보다는 위세품적인 용도로 주로 부장된다. 철모에서는 여전히 연미형의 철모가 확인

되며, 직기형의 무관철모가 일부 확인되는 지역도 나타난다. 철촉은 주로 2단경식의 

장신화경향을 보이는 것들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철기의 상대편년을 토대로 개별 유적들의 존속기간을 추정해보면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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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원삼국∼백제 한성기 분묘 출토 유물 각종

분묘 출토 철기 공반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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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별 철기 부장양상의 특징

분묘의 축조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례행위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분

묘는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또한 분묘에 부장된 부장품이나 묘제의 

차이점 등은 지역별 부장양상의 특징과 변화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다. 그 중에 원삼국~백제 한성기 분묘유적에서 출토되는 철기의 기종은 크게 무기류, 

농·공구류, 마구류, 기타철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철기의 기종별 양적 변화와 시기

에 따른 조합의 차이는 그 집단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

된다.

한편 무기류에서 출토량이 가장 많은 것은 철촉이다. 여타의 철기들과 비교할 때 

한 개체만으로는 전쟁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유물의 특성상 다수의 부

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유적별 출토양상을 확인한 결

과 다수 부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의 개체만이 부장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철촉의 다수의 부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대 무기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대 무기체계를 살펴보면 근거리 무기는 단병기인 철검·철도와 

장병기인 철모, 그리고 장거리 무기인 궁시에 해당하는 철촉으로 구분된다. 본고에

서 대상이 되는 무기류에 대한 각 개체의 부장비율을 살펴보면 도·검류 19%, 철모 

20%로 비슷한 출토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철촉은 61%로 두 그

룹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 철촉 중 3개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분묘 1기당 철촉의 출토량이 3개체 이하이면 1단위로 인정하며, 

4~6개체이면 2단위, 7개체 이상이면 3단위 등으로 치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유적의 조성시기와 관련해서는 단일 시기로 구분이 되는 유적은 하나의 시

기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유적은 여러 시기가 같이 확인되어 

하나의 시기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또한 순서배열법을 통한 단계설정을 한다고 하더

라도 형식 분류가 불가능한 철기의 경우 개체수의 파악은 가능하나 단계설정 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유구는 어느 시기에 포함을 

시켜 분석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철기가 확인되지 않은 

유구의 경우 어느 한 시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는 분석 과정에서 철

기가 확인된 유구와 그렇지 않은 유구의 상관관계 파악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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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내에서 여러 시기가 확인되는 경우 철기가 확인되지 않은 유구의 존재로 인해 

분석상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긴 유적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시기를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원삼국~백제 한성기 고분 출토 철기 지역별 현황 및 기종별 점유도              (★철기 출토 분묘 수, ☆유적 내 확인된 총 분묘 수)

유적명

단순토광 주구토광 석곽묘 석실묘 분구묘

계단순
토광

주구
토광

석
곽
묘

석
실
묘

분
구
묘

기
타

소
도

환
두
도

대 도
철
검

철
모

철
촉

철
준

소
계

철
부

철
겸

철
착

도
자

소
계

재
갈

등
자

소
계

철
정

한강 하류역(A)
★9 0 0 0 23 0

2 12 0 7 43 20 0 84 17 14 6 12 49 1 0 1 0 134
☆15 0 0 0 73 5

남한강유역(B)
108 17 0 6 0 1

1 5 0 2 17 24 0 49 58 42 17 32 149 4 2 6 17 221
209 21 1 7 0 10

탄천유역(C)
14 16 0 0 0 1

0 2 0 0 7 1 0 10 11 14 4 15 44 0 0 0 0 54
33 40 0 0 0 14

오산천·황구지천
유역(D)

86 92 23 1 0 0
11 37 3 3 88 72 13 227 47 95 17 103 265 15 10 25 16 533

202 183 45 1 0 6

안성천유역(E)
12 1 5 3 0 0

0 6 2 3 13 7 1 32 6 5 4 16 31 7 6 13 0 76
43 2 7 3 0 1

곡교천 상류역(F)
88 21 7 1 0 0

17 10 6 1 36 37 8 115 50 46 26 67 189 10 8 18 26 348
193 44 14 1 0 2

곡교천 하류역(G)
86 70 3 1 0 0

7 28 1 10 102 85 0 233 116 74 26 61 277 19 1 20 23 553
158 108 6 1 0 43

충남서해안
권역(H)

9 16 1 0 81 0
4 33 4 4 20 11 2 78 82 48 10 57 197 0 0 0 64 339

33 163 11 0 220 7

미호천유역(I)
540 11 2 2 0 1

17 23 14 11 46 165 3 279 160 169 56 220 605 58 51 109 0 993
709 19 3 2 0 4

금강 상류역(J)
16 5 7 2 0 0

0 1 5 1 5 20 3 35 23 12 2 20 70 0 0 0 42 147
41 19 12 2 0 7

금강 중류역(K)
27 27 9 13 0 0

1 8 6 1 22 25 4 67 49 28 6 42 125 7 7 14 0 206
59 55 21 13 0 17

금강 중하류역(L)
37 0 0 0 3 0

3 3 0 0 9 1 5 22 6 20 1 17 44 0 0 0 1 67
81 0 0 0 6 4

금강 하류역(M)
112 12 6 9 1 0

21 33 12 0 16 14 7 103 118 97 0 90 233 0 0 0 10 346
205 32 18 9 0 18

K
5%

J
3%

I
21%

H
6% G

17%

F
8%

E
2%

D
17%

C 1%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A B C D E F G H I J K L M

B
4%

A
6%

M
8%

L
2%

42  중앙고고연구 제 23호



1. 한강 하류역

한강 하류역에서는 무기류가 63%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며, 다음으로 농·공

구류 36%, 마구류 1%의 부장 비율을 보인다. 무기류 중에서는 철모가 농·공구류 중에

서는 철부와 철겸이 가장 높은 부장량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분묘 1기당 부장되는 철기

의 평균빈도는 4.19점의 수치를 보이는데, 이중 무기류가 확인된 유구에서 부장되는 철

기의 평균빈도는 3.5점이며 농·공구류가 확인된 유구에서 부장되는 철기의 평균빈도

는 2.57점이다.

이처럼 한강 하류역은 무기류의 비율이 전체 부장철기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는 점과 무기류가 확인되는 유구에서 부장되는 무기의 개수가 농·공구류보다 두 배 

가량 높게 확인되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강 하류역의 특징 중 중요한 것은 묘제에 있어서 분구묘 조성 비율

이 높다는 것이다. 즉 모든 유적에서 분구묘가 확인되며, 주구토광묘는 전혀 확인되

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시기적으로 한강 하류역의 유적은 모두 2·3기에 조성되는데, 기부 직기 유

관철모와 소환두도, 무경역자 및 능형 철촉 등을 볼 때 한강 하류역에서 가장 이른 시

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운서동Ⅰ유적을 시작으로 3기가 되면 김포 학운리·운

양동유적, 인천 연희동·동양동유적 순으로 조성된다. 지역적으로 한성과 지근거리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추후 철기를 소유한 백제 단계의 유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원삼국에서 백제 한성기 단계까지 점진적인 철기 부장양상의 발전과정을 치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남한강유역

남한강유역에서는 무기류 22%, 농·공구류 67%, 마구류 3%, 기타(철정) 8%의 

비율로 확인되며, 농·공구류가 상당히 높은 부장량을 보여준다. 

남한강유역에서 확인된 유구 가운데 무덤 1기당 부장되는 철기의 평균빈도는 

1.67점이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조성시기가 주로 3기에 해당하는 충주 금릉동·문

성리유적에서는 1.66점이 5기의 원주 법천리유적에서는 1.76점이 부장된다. 시기적

으로 4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자료로 볼 때 시기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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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무덤 1기당 철기 부장량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충주 금릉동유적에서 확인된 철정은 이 지역의 철기 생산성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충주 일대는 바로 얼마 전까지도 활발하게 철생산이 

이루어진 곳으로서, 칠금동 제련유적과 충주 주변에서 조사된 수많은 숯가마들의 존

재는 고대에도 일찍부터 이곳에서 대규모의 철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웅변해주고 있

다(성정용·성수일 2012). 더불어 충주 탄금대토성에서 확인된 철정의 경우 보고자

는 제련로에서 생산된 철을 이곳에서 2차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일 가능성을 제기하

고 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따라서 이 지역은 농·공구류의 높은 부장 비율과 

철생산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고대부터 농업·생산 위주의 집단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3. 탄천유역

탄천유역에서는 무기류와 농·공구류만 확인되는데, 농·공구류(81%)가 무기류

(19%)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부장비율을 보이고 있다. 용인 대덕골과 신갈동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류가 한 점도 확인되지 않으며, 용인 마북리·상갈동·두창리유적과 

같은 경우에도 무기류가 5점이 채 되지 않는다. 한편 전체 대상유적 중에서 철기가 

출토된 무덤의 1기당 부장철기의 평균빈도는 1.74점이다.

지역 내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용인 마북리·신갈동·상갈동유적들

과 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용인 대덕골·두창리유적의 철기 부장패턴이 대체로 유

사하여 이 지역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장양상의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탄천유역은 시기가 지남에 따른 부장양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농·공구류가 전체 철기의 81%를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철기가 확인된 분

묘 1기당 부장된 철기의 평균빈도는 2점이 채 되지 않으며, 농·공구류에서 2.59점으

로 무기류(1.5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이 지역은 대체적으

로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에서 볼 때 백제화의 진행에 따

른 안정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4. 오산천·황구지천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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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천·황구지천유역에서 확인된 철기는 총 533점으로 대부분 오산 수청동유적

에서 출토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농·공구류의 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무기류 42%, 마구류 5%, 기타 3%의 순을 보인다.

시기적으로 이 지역은 화성 마하리 고분군을 제외하면, 1기와 4·5기 유적이 주로 

확인된다. 한편 1기 해당하는 오산 궐동과 평택 마두리유적은 원저심발형토기·유개

대부호의 조합을 보이는 피장자가 확인되며, 무경역자형의 철촉이 주로 확인된다. 한

편 철모는 2단관식의 유관직기형철모가 출토되는데 이는 원삼국시기 가장 이른 시기의 

철모로(신동조 2008), 서산 예천동 18-1호의 유관직기형의 철모와 유사한 형태이다. 

1기의 철기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전체 철기 출토양상과는 반대되는 양상이 확인

된다. 즉 이시기의 무기류 출토비율이 농·공구류보다 월등히 높이 나타나는데, 이는 

곡교천 하류역과도 유사한 양상이다. 곡교천 하류역과 같은 경우 1기에서 후기로 시

기가 지남에 따라 무기류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가 역전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결과

적으로 1기의 유적들은 무기류의 출토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기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기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무기류의 비율은 줄어들고 농·

공구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오산천·황구지천유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농·공구

류 위주로 변하게 되었으며, 철기 부장수량도 평균 2.65점에서 2.38점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상은 전체적인 철기 출토양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5. 안성천유역

안성천유역에서는 무기류와 농·공구류가 42%·41%로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는 

반면에, 마구류 비율이 17%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

이다. 한편 분묘 1기당 출토되는 철기의 평균 빈도는 3.6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다.

안성천유역의 3개소 유적은 모두 5기로, 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며, 다양한 묘제에

서 철기가 출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천유역은 백제화가 진행된 과정 속에 있는 지역으로 마구류의 질적·양적 증

가가 관찰되며, 부장철기 또한 수적인 면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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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곡교천 상류역

곡교천 상류역에서 확인된 철기는 무기류 33%, 농·공구류 54%, 마구류 5%, 철

정 8%의 부장 비율을 보인다.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공구류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난다.

시기적으로는 5기의 천안 용원리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기~4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안 용원리유적과 그 외의 유적들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두 

시기의 철기 부장양상은 크게 변화가 없으며 기종별로 약간의 차이만이 감지될 뿐이

다. 무덤 1기당 부장되는 철기의 평균빈도는 원삼국시기에서 2.21점, 백제시기에서 

3.49점으로 시기가 지남에 따라 1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천안 용원

리유적은 위세품이 다수 부장된 위계가 있는 집단이 축조한 분묘군으로 공주 수촌리와 

원주 법천리유적 등과 함께 지역 서열상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집단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천안 용원리유적의 존재는 이 지역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가 마

한을 통합하는 과정은 한강 이남으로 진행될수록 시기적인 차를 두고 이루어지는데, 

천안 용원리와 같이 대규모의 고위 수장층의 존재는 백제가 지방지배에 있어 지역별

로 거점 지방도시를 통해 유지·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곡교천 하류역

기종별 출토비율을 살펴보면 무기류 42%, 농·공구류 50%, 마구류 4%, 철정 4%

의 비율을 보인다. 역시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농·공구류의 비율이 높게 확인된

다. 분묘 1기당 부장되는 철기의 평균빈도는 3.4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기에 해당하는 아산 용두리진터유적의 경우 무기류의 출토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이 지역 전체 부장양상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2기 

이후 다시 농·공구류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분묘 1기당 확인되는 철기의 양은 개체수 부족으로 인해 통계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5기를 제외한 결과에서는 1기에서 4.66점, 2기에서 3.12점, 

3·4기에서 2.60점으로 확인된다. 분석결과상으로 시기가 지나면서 분묘 1기당 부장

되는 철기의 평균빈도는 약 1점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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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곡교천 하류역은 무기류를 많이 부장하는 것에서 점차 농·공구류 위

주로 부장풍습이 변하였으며, 시기가 지남에 따라 철기의 부장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아산 용두리진터유적과 명암리 밖지므레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유적은 이른 시기에 해당하며 대규모의 분묘축조집단이 조성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8. 충남서해안권역

기종별 출토비율상에 있어서는 무기류가 23%, 농·공구류 58%, 철정 19%의 출

토 비율을 보인다. 농·공구류의 비율이 반 이상이 되며, 특이한 점은 무기류와 철정

의 출토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묘 1기당 출토되는 철기의 평균

빈도는 3.1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시기별 철기 부장양상을 보면 1·2기와 3·4기로 구분된다. 한편 서산 부장리와 

같은 경우는 백제의 장식환두대도 등이 확인되는데, 분묘의 중심 연대는 앞의 유적들

과 유사한 3·4기에 해당하기에 이를 감안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그룹으로 나눠 분석을 시도한 결과 철기의 기능별 부장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

이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시기가 지나면서 무기류와 철정이 약간씩 감소하는 대신 

농·공구류의 비율이 일정부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분묘 1기당 부장되는 철기의 

평균빈도는 1·2기에서는 2.87점, 3·4기에서는 3.29점으로 확인되어 시기가 지나

면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유구에서 철기가 확인된 유구의 비율은 

1·2기의 15%에서 3·4기로 가면 33%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충남서해안권역은 시기가 변함에 따라 기종상의 조합에서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으며, 집단 내 철기를 소유한 피장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분

구묘 집단이라는 특징을 갖는 지역으로 한강 하류역과 비교가 되며, 한강 하류역보다 

후기에 조성된 집단으로 보인다. 또한 철 소재로 활용되는 철정이 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 한강 하류역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예천동유적에서는 철제 집게 

등이 출토되어 철생산과 관련된 피장자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

  

9. 미호천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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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유역에서 확인된 철기의 수는 총 1,381점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된 유적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청주 신봉동과 봉명

동유적 등 대규모 분묘유적이 발굴조사된 결과이다. 이처럼 대규모 분묘유적에서 다

량의 철기가 확인되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곳은 청주 신봉동고분군이다. 신

봉동고분군은 청주 봉명동유적에 이어 축조된 백제 한성기 청주지역 최대의 중심고

분군이다. 결과적으로 재지적인 전통이 강하던 봉명동고분군에서 백제적인 경향이 

뚜렷해진 신봉동고분군으로 묘역이 이동되어 조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4세

기 후엽에는 백제의 영향권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조상기 2015: 225).

이 지역 전체적인 철기의 출토 비율을 살펴보면 무기류가 28%, 농·공구류 61%, 

마구류 11%로 확인된다. 여전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공구류의 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마구류가 11%나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분묘 1기당 부장되

는 철기의 평균빈도는 1.79점으로 2점이 채 되지 않는다. 대규모의 분묘유적이 확인

되는 지역임에도 철기의 부장수량이 적은 것은 앞서 살펴본 곡교천 하류역과 마찬가

지로 시기가 지남에 따라 철기의 부장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신봉동고분군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철촉의 부장량이 상당하다는 것이

다. 본고의 분석상에 해당하는 단위는 83점이지만 단일 개체로는 300점이 넘는 수량

이 확인된다. 이는 신봉동고분군이 대규모의 분묘유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

른 어떤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수치이다. 

10. 금강 상류역

금강 상류역에서는 농·공구류가 48%로 가장 높은 출토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무기류 24%의 순이다. 한편 철정이 42점으로 전체 28%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다. 철정은 대전 송촌동·구성동, 금산 수당리유적에서만 출토 되는데, 수당

리에서만 약 62%가량이 확인된다.

이 지역 철기 출토 분묘유적들은 대부분 2·3기에 조성되었으며, 궁동유적만이 

이들 유적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두 그룹으로 나눠 살펴보면 부장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은 확인되지 않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4기 이후가 되

면 무기류의 비율이 약간 늘어나고 농·공구류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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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묘 1기당 부장되는 철기의 평균빈도는 2·3기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2.8점, 4

기 이후는 5.32점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한다. 이는 전체 평균을 볼 때도 지역적으로 

가장 높은 부장 비율을 보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강 상류역은 유적 수에 비해 철기의 출토량은 적은 편이며, 이는 유

적 자체가 소규모 단위의 유적들만 확인된 결과이다. 이는 가까운 미호천유역이나 금

강유역의 여타 지역과 비교해도 적은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시기가 지나도 철기 부

장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분묘 1기당 철기 부장량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

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11. 금강 중류역

금강 중류역에서 확인된 철기는 총 206점이며, 기종별 출토비율을 보면 무기류 

32%, 농·공구류 61%, 마구류 7%의 비율을 보인다. 금강 중류역도 다른 지역과 마

찬가지로 농·공구류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인다. 한편 분묘 1기당 확인되

는 철기의 평균빈도는 2.71점이며, 이는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원삼국시대의 유적들과 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유적들로 구분이 가

능한데, 각 시기별 철기 부장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백제로 이행되고 나서 마구

류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구류는 공주 수촌리에서 11점, 연기 송담리에

서 2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무덤 1기당 부장되는 철기의 평균빈도는 원삼국 단계에서 

2.34점, 백제 단계에서 3.37점으로 시기가 지나면서 1점 이상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금강 중하류역

이 지역은 시기적으로 대부분 원삼국시대 말에서 백제 한성기 초기에 해당한다. 

기능별 부장비율을 살펴보면 무기류 33%, 농공구류 66%, 철정 1%로 나타난다. 분묘 

1기당 확인된 철기의 평균빈도는 1.63점으로 1점이 조금 넘는 수량이 부장되는 것으

로 확인된다. 묘제로는 대부분 토광묘가 확인되며, 공주 덕지리유적에서 분구묘가 6

기 확인되어 주목된다. 공주 남산리유적에서 철정 1점이 출토되었는데, 충남서해안

권역에서 흔히 확인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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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강 하류역

기능별 출토비율을 보면 무기류 30%, 농·공구류 67%, 철정이 3%를 차지하고 있

으며, 무덤 1기당 확인되는 철기의 평균 빈도는 2.47점이다. 

대상 철기가 6점만 확인된 추동리유적을 제외한 서천 봉선리·서천 저산리·수성

리, 군산 산월리유적을 대상으로 전체 출토양상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서천 저산

리·수성리, 군산 산월리유적은 모두 백제에 해당하며 본고에서는 5기로 설정된다. 철기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철정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무기류 33%, 농·공구류 67%의 비율

을 보이며 앞선 시기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분묘 1기당 부장된 철기의 

평균빈도는 3.86점으로 전체양상과 비교해 볼 때 1점이 넘는 양으로 나타난다.

한편 봉선리 집단의 성격에 대해 지방 수장급 해상세력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즉 

기종별 철기부장비율의 차이를 통해 기마에 익숙한 무사적 성격의 집단보다는 지

리·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해상세력이나 보병에 가까운 성격이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정해준 2006).

결과적으로 금강 하류역은 시기가 지나면서 철기의 부장비율은 크게 변화가 관찰되

지 않는다. 묘제상에 있어서 앞 시기의 유적에서는 토광묘와 주구토광묘가 주로 확인

되며 5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석곽묘와 석실묘 위주의 묘제의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군산 산월리유적은 금제이식 등의 위세품이 다수 확인된 유적으로 석실묘를 

위주로 한 분묘 축조집단이며, 금강 하류역에서 가장 상위계층의 집단에 해당한다.

Ⅳ. 기능별 철기 부장양상의 의미

1. 무기류

확인된 무기류의 총 수량은 1,334점이며, 전체 평균치를 살펴보면 철촉과 철모가 

확연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일 기종으로는 철촉

과 철모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

으로 보면 오산천·황구지천유역과 곡교천 하류역, 미호천유역에서 200점 이상의 무

기류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100점 내지 그 이하의 출토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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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산천·황구지천유역과 곡교천 하류역은 기종별로 출토수량과 출토비율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이 확인된다. 즉 이들 지역은 무기체계에 있어서 서로 유

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미호천유역은 철촉의 부장

량이 상당히 높으며, 출토비율 면에서도 금강 상류역과 함께 무기류 중 철촉의 비율

이 6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종에 따른 출토비율상의 차이점은 

당시 군사집단의 편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무기류를 통해 군사체계의 변화상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시기를 통틀어서 백병전에 유용한 근거리 무기와 장거리 무기가 모두 사용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군사체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며 지

역적 혹은 시기적으로 약간의 변화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기에서는 철검과 

일부 도를 소지한 단병기 병사들과 함께 철모가 주를 이루며, 궁수들이 배치되는 형

태이다. 이는 시기가 지나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는데, 점차 단병기인 철검은 

소멸하며 환두도와 목병도로 대체된다. 이후 4기 이후가 되면 다시 환두도는 점차 소

멸하고 목병도가 근거리 무기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한편 마구류의 출현으로 인해 

기승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백병전이 주를 이루는 형태와 함께 말을 이용한 병사들

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시기에 따른 부장양상을 보면, 1기의 전체 철기 중 무기류의 비율은 약 44%이며, 

2기 이후는 32%, 그리고 백제 단계인 4기 이후에는 31%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인다. 이와 반대로 농·공구류의 비율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면 백제 단계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서는 전쟁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나 이는 당시 정치·사회적 양상을 고

려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54개국의 마한 소국들의 활발한 정복전쟁 이후 백제

로의 정치체가 변화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체계를 구축하였을 것이

다. 따라서 무기류의 비율이 감소하고 농·공구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이전 시기

와 비교할 때 좀더 안정적인 사회로 변함에 따라 농업·경제에 좀더 힘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백제가 마한을 통합하고 나아가 삼국과의 대립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기종별 비율상의 차이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

하고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과 함께 기능별 부장비율 및 형태의 변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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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공구류

농·공구류는 총 2,278점으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농·공구류의 비

율이 높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농업·생산 관련 행위가 가장 중요했던 것

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철겸과 철부·도자와 같은 경우 

비상시 무기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3), 주 기능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도

구이다.

한편 소국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조성된다. 

인구증가, 독점적 교역체계 확립, 주변지역 정복, 특정산물의 생산체제 장악과 독점, 

도구의 개발과 개량, 잉여산물의 증대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인구의 증가는 그것을 

가능케 한 농산물의 증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인구압을 지탱할 수 있는 가경면

적의 확보 및 농기구의 개량과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홍보식 2001: 68). 이러한 결과

로 시기가 지남에 따라 농·공구류의 비율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무기류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한강 하류역과 안성천유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공구류의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강 하류역과 같은 경우는 전 지

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로 무기류가 확인되며 농·공구류의 비율은 비교적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기류를 위주로 부장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농·공구류의 시기별 부장양상은 앞서 살펴본 무기류의 부장비율과 반대로 나타

난다. 가장 이른 시기인 1기에 41%에서 2·3기가 되면 57%,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백제 단계인 4기 이후에는 58%로 확인이 된다. 

3. 마구류

마구류는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부장양상을 보인다. 탄천유역·금강 상류역·금

강 하류역에서는 마구류의 출토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미호천유역에서는 109점

3) 횡공철부와 같은 경우 중국의 실물출토자료와 안학 3호분의 군사행렬 속에 횡공철부를 소지한 병사가 편제되어 

있어 무기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횡공철부는 무기 및 의기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석제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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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부장량을 보인다. 전체 철

기 출토량에 대비해서 볼 때 안성천

유역에서 17.11%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호천유역

이 10.98%의 비율을 보인다. 이처럼 

마구류는 전체 부장철기의 부장량과

는 상관없이 특정지역에서만 한정되

어 다수가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삼국~백제 한성기에는 마구 부장을 박장화하는 경향도 있지만, 

대상 자료만을 토대로 볼 때 기승문화는 전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특정집단만이 사용·유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충주 금릉동 78-1호 토광묘에서 확인된 마구는 3세기 이전에 이미 중부 내

륙지역에 북방계의 초기 마구가 유입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구류 이외에 북방계 문

물의 요소가 미약하여, 이 마구 자체만으로 북방계 주민이나 공인집단의 집단적 이주

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成正鏞·權度希·諫早直人 2009: 129). 이러한 현상

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으로 미호천유역이 있다. 미호천유역 중 봉명동-신봉동유

적은 대규모의 분묘 축조집단이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신봉동형 

마구 제작기술이 정착되기 전 시기와 이전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4) 결과적으로 원

삼국 단계에 이미 마구류는 유입이 되었으며, 백제화로 진행되면서 질적·양적 변화

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종별로는 원삼국 단계에서는 재갈 위주의 부장이 확인되며, 청주 봉명동에서 등

자가 처음 등장하게 된다. 청주 봉명동 단계에서 확인되는 등자는 4세기 중·후반경

으로 추정되며, 이때부터 기승문화의 본격적인 도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삼국 단계에는 재갈만을 이용해 말을 사용했으며, 등자가 사용되면서

부터 본격적인 기승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마구류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4기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는 기존의 군사체계의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봉명동 마구는 함과 인수 모두 한 가닥의 철봉을 구부려 만든 다음 유환을 통해 연결시키는 이른바 신봉동유형의 전

형적인 百濟 마구 제작기술이 정착하기 직전 단계의 양상을 보인다(成正鏞·權度希·諫早直人 2009: 129).

[그림 2] 지역별 마구류 출토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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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마구류 현황

권역 재갈 등자 합계 전체
(마구류/

전체철기)×100
전체철기 중 마구류 출토 비율 그래프

한강 하류역(A) 1 0 1 134 0.75%

남한강유역(B) 4 2 6 221 2.71%

탄천유역(C) 0 0 0 54 0.00%

오산천·

황구지천유역(D)
15 10 25 533 4.69%

안성천유역(E) 7 6 13 76 17.11%

곡교천 상류역(F) 10 8 18 348 5.17%

곡교천 하류역(G) 19 1 20 553 3.62%

충남서해안권역(H) 0 0 0 339 0.00%

미호천유역(I) 58 51 109 993 10.98%

금강 상류역(J) 0 0 0 147 0.00%

금강 중류역(K) 7 7 14 206 6.80%

금강 중하류역(L) 0 0 0 67 0.00%

금강 하류역(M) 0 0 0 346 0.00%

4. 기타류

기타류에서는 철정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고대 철 생산과 유통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철정은 언제든지 가공하여 다양한 철기를 제작할 수 있는 

유물로 철 문화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한과 백제에서는 신라·가야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양만이 확인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철정은 주로 원삼

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많은 수가 확인된다.

전체 철기 중 철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강 상류역에서 28.6%로 제일 높게 나타

나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인 충남서해안권역에서는 19%의 출토비율을 보인다. 이 

두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출토비율상에서 철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충남서해안권역은 한강 하류역과 함께 분구묘의 축조가 성행했던 지역으로 묘제

상의 특징이 가장 확실하게 구별되는 집단들이 모인 곳이다. 이 두 지역은 철정이라

는 유물을 통해 성격이 구분된다. 즉 한강 하류역에서는 철정이 1점도 확인되지 않

는 반면에, 충남서해안권역에는 상당수의 철정이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보식(2008: 125)은 서해안권역에서 확인된 철정이 형태상으로 영남지역의 것들과 

A

100

20

15

10

5

0

(%)

~

B C D E F G H I J K L M

54  중앙고고연구 제 23호



유사한 점, 마한권역에서의 판상철부의 부재, 낙랑·대방 및 예와 왜에 철 소재를 공

급한 기록 등을 통해 변진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발굴조사의 증

가로 마한권역에서도 판상철부가 확인되며, 형태상으로 유사한 것들이 공주 남산리, 

해미 기지리 등지에서 확인됨에 따라 변진의 문물이 반입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자체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Ⅴ. 부장철기의 특징

지금까지 한강·금강유역 원삼국~백제 한성기 고분에서 확인된 철기자료를 토대

로 지역별·기종별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지역별·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부장패턴은 유지하고 있다. 부장

철기의 종류는 무기, 농·공구, 마구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실제 사용이 가능한 형태

의 것들이다. 예를 들어 부장을 위한 것이 아닌 실제 사용이 이루어졌던 주거지 등지

에서 확인되는 철기의 종류와 비교할 때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부장철기는 기본적으로 당시 직접적인 사용이 이루어졌던 철기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상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볼 때 지역별·시기별 

부장패턴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당시 사회의 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성격부여를 할 

수 있다.

부장철기에서 확인되듯이 무기류, 농·공구류가 기본이 되며, 추가적으로 마구류

나, 단야구, 철정 등이 확인된다. 기본 패턴이 되는 무기류, 농·공구류에서도 부장비

율에 따른 차이는 집단의 성격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외에 추가되는 철

기 종류에 따라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 앞선 분석결과를 볼 때 이러한 양상은 지역에 

[그림 3] 지역별 철정 출토량 및 전체 철기 대비 철정 출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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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혹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잦

은 전쟁과 집단의 통합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와 같은 시기적 특수성은 부장철기의 변화상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묘제의 종류 따른 부장패턴의 변화상이 확인된다. 원삼국시대에서는 주로 

토광묘 계열의 묘제가 사용되다가 점차 백제화로 진행되면서 중앙의 영향을 받아 석

실묘 계열이 등장하게 된다. 

확인된 묘제로는 주로 토광묘·주구토광묘·석곽묘·석실묘·분구묘이며, 옹관

묘와 화장묘 등도 사용된다. 철기가 확인된 무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묘제

는 단순토광묘로 69.6%이다. 다음으로 주구토광묘에서 17.5%, 분구묘 6.57%, 석곽

묘 3.83%, 석실묘 2.31%, 기타 0.18%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한강유역과 충남서해안권역의 분구묘 집단의 존재가 가장 눈에 띤다. 

이들 지역은 분구묘라는 특징적인 묘제를 사용하는 재지집단의 분포를 상정할 수 있

다. 묘제와 더불어 철기 부장양상에 있어서도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 앞서 살펴보

았듯이 한강 하류역은 무기류의 출토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충남서해안권역은 이

와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철정을 소요한 충남서해안권역은 철기의 제작과 

유통과 관련된 집단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분구묘 집단에 대해 한강유역과 함께 금강과 영산강유역의 주요 지역에 

서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지배 집단이 형성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

다(성정용 2000a).

한편 집단 내에서 철기가 확인된 무덤의 비율은 시기가 지나면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1기에는 42.2%의 비율을 보이지만 2기 이후에는 50%를 약간 넘는 수치

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집단 내에서 철기를 소유하는 특정계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시기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패턴은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같은 시기 신라·가야지역과 비교할 때 박장화 경향성이 뚜렷하게 관찰된

다. 이 시기 분묘에 부장되는 철기의 양은 영남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한 양적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고에서 대상이 되는 시기인 원삼국시대에서 백제 한성기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박장화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

과 영남지역간의 부장관념의 차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박장화의 경향은 백제 전시

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영남지역과 달리 부장의 양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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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부지역에서는 대규모 생활유적(대성리, 기안리 등)에서 직접 철기를 생산

한 흔적이 나타나는데, 분묘 출토품보다 많은 양이 확인된다. 출토된 철기는 무기류

보다는 농·공구류에 집중되며, 이는 당시 사람들이 분묘 출토품보다 실제 생활품에 

더 가치를 두고 생산에 치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최영민 2010).

Ⅵ. 맺음말

지금까지 한강·금강유역에서 확인되는 부장철기에 대한 양적 변화에 초점을 두

고 부장양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기존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 시기 한

강·금강유역의 부장철기는 5기에 걸쳐 철기 형식변화상이 관찰된다.

부장철기의 지역별·시기별 분석을 위해 유적의 존속기간을 총 5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농·공구류의 부장비율이 높이 나타나며, 지역

별·시기별 부장패턴은 큰 변화는 없이 일부 차이만이 나타난다. 부장철기에서 확인

되듯이 기본적으로 무기류와 농·공구류가 기본이 되며, 이외에 마구류나 단야구, 철

정 등의 철 소재류 등이 확인된다. 기본패턴이 되는 무기류, 농·공구류에서도 부장

비율에 따른 차이는 집단의 성격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추가되는 철기 종

류에 따라 집단의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

즉 마구류, 철정과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에서만 한정되어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

다. 마구류와 같은 경우는 군사체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4세기 후반부터 급증하며, 철

정은 철생산 관련 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는 잦은 전쟁과 집

단의 통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시기적 특

수성은 부장철기의 변화상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지역별 차이는 입지적 조건이나 각 지역 정치체의 성장 수준의 차이에

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백제 중앙의 힘이 미치는 

강도와 방법의 차이로 보인다(이남규·권오영·문동석 2004: 130).

또한 묘제 종류에 따른 부장패턴의 변화상이 확인되는데, 이시기 묘제의 특징을 

보면 원삼국시대에서는 주로 토광묘 계열의 묘제가 사용되다가 점차 백제화로 진행

되면서 중앙의 영향을 받아 석실묘계열이 등장하게 된다. 한편 같은 시기 신라·가야

지역과 비교할 때 박장화 경향성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 시기 분묘에 부장되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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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양은 영남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한 양적 차이를 보인다. 박장화의 가장 큰 이유

는 이 지역과 영남지역간의 부장관념의 차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박장화의 경향은 

백제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영남지역과 달리 부장의 양에는 큰 의미를 두

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논문은 필자(2016)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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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quantitative changes in regional and temporal patterns in 
the ironware structure as burial goods found in the tombs from Proto-Three-Kingdoms 
to the Baekje Hanseong period in the Han River/Geum River Basin.

Changes in the ironware as burial goods during this period take place over five 
stages, and they differ by region. Generally, there is greater amount of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tool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fluence of Baekje government. The regions with high quantity of weaponry 
imply a large number of war participation group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from the Proto-Three-Kingdoms to the Baekje period. Harnessry and iron chisels are 
discovered in limited cases. Harnessry increases in the late 4th century based on the 
changes in the military system; iron chisels are thought to be associated with ironware 
production groups.

Although there are regional and temporal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rial 
ironware, the basic burial patterns are maintained. Changes in the burial patterns are 
observed depending on the burial types, and there is a tendency of the valuation when 
compared with the Yeongnam region.

The Han River/Geum River Basin covered in this article corresponds to the highlands 
of Mahan and Baekje, and is the place where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structure 
and the changes in the burial patterns co-occur.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forms of ironware have accompanied the social changes reflecting 
different periods.

Key words : Burial pattern; Ironware; Proto-Three-Kingdoms; Bae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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