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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의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金官加耶; 서

기전후∼532)는 삼한시기 변한 12국 중 하나에서 가

야 연맹의 맹주국으로 성장하였다. 금관가야의 성장 

배경에는 풍부한 철광 자원 및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

탕으로 바다와 접한 낙동강 하구의 입지를 활용해 중

국-낙랑-한(韓)-왜를 잇는 대외 중개교역이 있었다. 철 

생산품을 매개로 일찍이 낙랑⋅대방과 교류하며 중

원 및 북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상을 통한 왜 및 

동남아시아와의 접촉은 금관가야가 일찍이 선진 문

물을 받아들여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그러

나 400년 고구려의 남정(南征)은 점령의 형태로 이루

어진 것은 아니나 그동안 금관가야의 성장 배경이 되

었던 교역체계를 무너뜨리며 금관가야는 5세기 이후 

쇠퇴하게 되었다(Ju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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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해시에서 추진한 ‘가야복식 복원사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된 두 번째 결과물로 관모

(冠帽), 허리띠, 신발을 중심으로 금관가야의 복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의복 유물이 존재하지 않는 고대 

복식 연구에서 관모나 허리띠는 쉽게 부식하여 형태

를 알 수 없는 직물이 아닌 금속제를 사용한 경우가 많

아 부족하지만 당시 복식 문화의 단편을 제공하고, 이

에 상당수의 연구도 진행되었다(Cho et al., 2007; Kim, 

2018; Lee, 2000, 2011; Lee, 1988).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가야유물이라 하더라도 대가야 중심의 고분 출토 유

물 연구에 집중되거나, 신라 중심의 서술에서 가야 유

물은 일부 소개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금관

가야 중심의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런데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지역은 가야권 내 

그 어느 지역보다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료가 남아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최근의 발굴성과를 포함하여 금관가야의 관모, 

허리띠, 신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착용의 관점에서 

재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금

관가야가 존속했던 서기전후에서 신라에 귀복(歸復)

한 532년까지이며, 연구방법은 1차적으로 김해지역 

및 금관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부산 복천

동 고분 출토 유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2차적으로

는 문화적 연관성을 보이는 기타 가야 제국의 자료 및 

대외 관계가 인정되는 주변국의 시각 및 유물 자료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금관가야 

복식의 일단을 밝히며, 가야사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음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관모(冠帽)

1. 대륜식입식관(帶輪式立飾冠)

대륜식입식관(대관)의 기본 구조는 대륜(帶輪) 위에 

세움장식[立飾]을 부가한 형태인데, 금관가야의 대관 

추정 유물로는 3세기 후반 대성동 29호분 출토 금동

관편<Fig. 1>과 2세기 전⋅중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구

지로 12호분 출토 철대(鐵帶)<Fig. 2>가 있다. 

1) 대성동 29호분 출토 금동관편

대성동 29호분 출토 금동관편은 잔존길이는 9.8cm 

정도인데 타 지역 출토품과 달리 점열문이 전혀 시문

되지 않았지만, 대륜 추정부와 입식 추정부를 사결(絲
結)로 연결하였고 원형영락이 5점 동반 출토된 점으로

부터 대관의 일부로 생각된다(Shin & Kim, 2000). 다만 

Fig. 1. Metal pieces from Daeseong-dong tomb no.29. 
Reprinted from Shin and Kim (2000). p. 116.

Fig. 2. Metal pieces from Gujiro tomb no.12.
Reprinted from Shin et al. (2000).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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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잔편으로 출토되어 대륜 및 입식의 완전한 형태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 입식의 형태

먼저 입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수지형(樹枝形)과 초

화형(草花形)의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수

지형 입식은 발굴보고서에서 대성동 29호분 출토 금

동관의 입식 일부로 추정되는 금속편의 만곡 형태와 

뾰족한 끝 부분 등이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

<Fig. 3>의 선단부와 매우 유사하기에 나뭇가지 모양 

입식이 3개인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이다(Shin & Kim, 2000). 부산 복천동 고분군

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께 수장의 무덤 조영 시 주

부곽식 무덤 양식을 채택하고 부장품의 주류를 이루

는 토기의 내용에서 강한 연관성을 보이며 다른 주변 

지역과 차별화됨으로써, 복천동 고분군을 축조한 집

단은 김해 세력과 함께 금관가야의 중심 세력을 이루

었다고 생각된다(Kim, 2019). 이는 대성동 29호분 출

토 금동관의 형태를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의 형

태에서 추정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음 초화형 입식의 가능성은 고령 출토 대가야 대

관의 입식 형태에 근거한 것이다. 고령의 대가야는 5세

기 금관가야 세력이 약화된 이후 후기 가야 연맹의 맹

주로 대두된 세력인데, 고고학 자료에서 김해 대성동 

세력과의 계승 관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Kim, 

2013), 시조신화에서도 대가야의 아진아시왕과 금관

가야의 수로왕이 형제 관계로 묘사된 것에서 알 수 있

듯 대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인

식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Kim, 2002). 금관가야

와 대가야의 이러한 문화적 친연성은 대가야 대관에

서 대성동 29호분 출토 대관 입식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대가야의 대관은 고령 지산동 30호분, 32호분, 45호

분 출토 유물<Fig. 4>–<Fig. 5>과 함께 고령에서 출토

되었다고 전해지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유물<Fig. 

6>과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유물<Fig. 7>이 각각 1점

씩 전하고 있다. 이 중 지산동 30호분, 32호분 출토 유

물에서는 광배형 입식과 보주형 입식이 확인되고, 나

머지 3점은 초화형 입식을 가지고 있다. 대성동 29호

Fig. 3. Gilt bronze crown
from Bokcheon-dong tomb no.11.

Reprinted from Gyeongju National Museum (2001). p. 36.

Fig. 4. Gilt bronze crown
from Jisan-dong tomb no.32. 

Reprinted from Daegaya Museum (2004). p. 131.

Fig. 5. Gilt bronze crown
from Jisan-dong tomb no.45. 

Reprinted from Daegaya Museum (2004). p. 133.

Fig. 6. Gold crown
in Leeum.

Reprinted from Gyeongju National Museum (2001).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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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출토된 입식 잔편은 세장형이며 언급하였듯

이 일부 만곡된 모양과 끝 부분의 형태에서 광배나 보

주형보다는 초화형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대성동 29호분 출토 대관은 복천동 11호

분 출토 유물에 근거한 수지형 입식 가능성과 대가야 

유물에 근거한 초화형 입식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복천동 고분을 축조한 세력이 대성동 

집단과 함께 금관가야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점

에 근거하자면 초화형보다는 수지형 입식으로 추정하

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복천동 11호분은 5세

기 전반의 것으로 3세기 후반의 대성동 29호분과는 시

기적으로 격차가 커 대성동 유물이 복천동 유물과 같

은 수지형이라 하더라도 3단 장식의 형태였다고 단언

하기는 무리가 있다. 3세기 후반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성동 29호분 출토 대관은 3단 장식으로 발전하기 

전단계의 1단 혹은 2단 수지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과 같이 금관가야

의 좌우 나뭇가지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형태의 수지

형 입식은 신라의 소위 출자형(出字形) 대관의 시원형

으로 인식된다(Kim, 2011).

(2) 모체(帽體)의 유무 및 대륜

가야 및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대관은 금속제 부분

만 남아 있으나 몇몇 사례에 의하면 금속 이면에 섬유 

혹은 가죽의 유기질 흔적들이 산견됨으로써 실제 당

시의 대관은 금속제 안쪽에는 유기질의 모체가 있고 

그 위에 금속제의 대륜과 입식 장식이 부착된 형태로 

착용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Kweon, 2009). 대성

동 29호분 출토 금동관편의 대륜 내면에도 관모흔으

로 보이는 미세한 그물망상이 일부 관찰됨으로써 유

기질 모체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대관의 대륜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원형(圓

形)을 상정하지만 가야의 대관 유물에서는 대륜의 양

끝이 만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채로 출토된 것들

도 보인다. 대성동 29호분 출토 유물은 잔편이라 완형

을 확인할 수 없으나, 입식없이 대륜만 확인된 구지로 

12호분 출토 대관은 출토 상황에 근거하여 복원해 보

면 대륜의 양끝이 벌어져 있으며<Fig. 2> 동래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도 대륜의 양끝이 7.1cm 정도 떨어

져 있고(Jung & Shin, 1983), 이러한 대륜의 모습은 대

가야의 지산동 30호분, 32호분 출토 유물<Fig. 4>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복천동 11호분 금동관은 

대륜부 말단의 상방 일부를  L자상으로 오려냈는데 오

려낸 부분의 상하에는 직경 1.0mm의 원형 구멍이 뚫려 

있으며 이면에는 혁대흔이 있다(Jung & Shin, 1983). 또

한 구지로 12호분 철대의 말단부도 위 가장자리의 폭

을 0.9cm 정도로 축약시켜 마무리하고 가죽흔이 있어

(Shin et al., 2000) 복천동 11호분 출토 대관과 더불어 

가죽끈을 연결하여 머리에 고정시켰던 것으로 추정

된다.

이상의 고찰에서 대관의 일부로 판단되는 대성동 

29호분 출토 금동관은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에 

근거하여 입식의 형태는 수지형이지만 시기적 차이

를 감안하면 1단 혹은 2단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대관은 옷감과 같은 유기질의 모체 위에 장식

한 후 후두부에서 대륜의 양단을 끈으로 묶어 고정하

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일러스트로 표

현해 보면 <Fig. 8>과 같다.

2) 구지로 12호분 출토 철대

구지로 12호분 출토 철대<Fig. 2>는 두개골 부위에 

돌려져 출토되어 대관의 대륜으로 추정되지만 입식

Fig. 7. Gold crown in Tokyo National Museum.
 Reprinted from Tokyo National Museum (n.d.). 

https://webarchives.tnm.jp/imgsearch

Fig. 8. Suggestion of crown's shape
from Daeseong-dong tomb no.29.
Reprinted from Kweon et al. (201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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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지는 않았다(Shin et al., 2000). 철대는 심한 

부식으로 대륜 부위도 전체의 1/2 정도는 결실된 상태

였고 <Fig. 2>의 도면은 출토 상태를 기준으로 추정 복

원된 모습이다. 따라서 입식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한 상태지만 입식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자면 금속제의 입식이라기보다는 유

기질 입식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대성동 91호분에서는 1쌍의 사슴뿔 장식<Fig. 

9>이 출토된 바 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 일부 결

실되어 각각 32.3cm, 46.8cm 남아 있는데, 뿔 하단부를 

단을 지게 자른 후 마연하고 2개의 구멍을 사선으로 

뚫어 다른 무엇인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임을 추정

케 한다(Song, Sim, Lee et al., 2015). 사슴뿔 장식은 금관

가야와 문화적 교류가 인정되는(Cho, 2017; Sim, 2016) 

삼연[前燕, 後燕, 北燕]계 유물<Fig. 10>에서 산견되며, 

금속제의 사슴뿔 장식은 신라 대관의 입식으로도 사

용된 예가 있다. 대성동 91호분 출토 사슴뿔 장식은 순

장자 3인의 발치에서 출토되어 관모 장식인지 불명확

하나, 구지로 12호분 철대에서 입식이 유기질이었다

면 대성동 91호분 출토 사슴뿔 장식이 입식의 하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변(弁)형 관모

변형 관모는 모체가 뾰족하게 솟은 삼각형 모양의 

관모를 말하는데, 남러시아 부근에서 서아시아 및 중

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스텝지역의 기마

⋅유목 민족들에게서 그 착용이 확인된다(Kang & Jeon, 

2002). 중국 문헌에 보이는 변형 관모의 명칭은 고구려

의 ‘변(弁)’, ‘절풍(折風)’, ‘소골(蘇骨)’을 들 수 있고 고

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변형 관모의 모습<Fig. 11>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부여 관북리 출토 토기 조각

<Fig. 12>과 백제, 신라 지역 고분 출토 백화수피제, 금

속제 변형모<Fig. 13>로부터 삼국 공통의 관모였던 

Fig. 9. Antler ornament
from Daeseong-dong tomb no.91.

Reprinted from Song, Sim, Lee et al.
(2015). p. 325.

Fig. 10. Antler ornament from Lama dong tomb
I M17, II M49, II M60.

Reprinted from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2004). p. 93, 123.

Fig. 11. Conical hat of Goguryeo.
Adapted from Kim

(1974). p. 69.

Fig. 12. Conical hat of Baekje.
Reprinted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94). p. 26.

Fig. 13. Conical hat of Silla.
Reprinted from Gyeongju National 

Museum (2001).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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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가야지역에서는 합천 옥전 23호분에서 금동

제 변형모가 출토되었고, 고령에서는 변형 관모의 본

체는 아니지만 5∼6세기 고분에서 관식(冠飾)이 출토

되었는데 지산동 73호분, 518호분 출토 금동제 관식

<Fig. 14>–<Fig. 15>, 지산동 75호분 출토 철제 관식

<Fig. 16>, 구 39호분 출토 은제 관식이 그것이다. 보고

서에 의하면 73, 75호분의 관식에서 견, 모시 등의 포

흔이 발견되었고 이에 백화수피와 같은 모체에 직물

을 감싼 후 금속 관식이 부가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Cho et al., 2012). 그리고 73호분과 75호분 출토 

유물은 순장자의 것으로, 순장자 신분에 해당하는 금

동제, 철제의 소재를 달리한 관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시 대가야에서 변형모가 신분에 따른 위계를 지닐 

정도로 발전했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한 변형모

는 남원 월산리 M5고분 출토 종장판주<Fig. 17>, 합천 

반계제 가A호분 출토 소찰주<Fig. 18>의 복발로도 사

용되는 등 단독 관모 이외에 다양한 쓰임을 보이며, 대

가야뿐만 아니라 가야 연맹체 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관가야에는 변형모 관련 유물이나 시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야 연맹

체 내 다른 지역에서 변형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대가야에서는 5세기의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신분에 

따른 변형모의 위계를 보인다는 점으로부터 4세기대 

금관가야에도 변형모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금관가야는 3세기 삼국지 기록에 

의하면 철을 매개로 삼한시기부터 낙랑(樂浪)과 인

적, 물적 교류를 이어왔다. 그런데 낙랑의 유제를 표

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4세기 평양지역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변형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금관

가야의 유물이 전해지지는 않으나 변형모를 착용했

Fig. 14. Hat ornament from
Jisan-dong tomb no.518.

Reprinted from Jung et al.
(2016). p. 193.

Fig. 15. Hat ornament from
Jisan-dong tomb no.73.
Reprinted from Jung et al.

(2016). p. 196.

Fig. 16. Hat ornament from
Jisan-dong tomb no.75.
Reprinted from Jung et al.

(2016). p. 196.

Fig. 17. Vertical plate helmet ornamented conical 
hat from Namwon Wolsanri tomb M5.

Reprinted from Gimhae National Museum (2015). p. 47.

Fig. 18. Lamellar helmet ornamented conical hat 
from Hapchon Bangyeje.

Reprinted from National Museum of Korea (1991). p. 77.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4, 2019

– 538 –

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고령 출토 유물에서도 금속제의 관식만 남아

있어 변형모는 백화수피와 같은 유기질이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금관가야 고

분에서 변형모 관련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유기

질의 변형모에 아직은 금속제 관식을 부가하지 않은 

단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도 절풍

은 금, 은의 관식을 장식하기 전까지 천연의 조우 장식

이 부가되었다. 이에 금관가야의 변형모는 백화수피제 

모체에 직물을 감싼 후 천연의 조우 장식을 부가한 형

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재현안은 <Fig. 19>와 같다.

3. 립(笠)

립은 챙이 있는 모자를 말하는데, 삼국시대 시각자

료에서는 다른 관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현 사

례가 매우 작아 당시 일반적인 관모는 아니었을 것으

로 인식된다. 금관가야 유물로는 5세기 중엽의 그릇

받침에 장식된 기마인물<Fig. 20>에서 립 착용을 확

인할 수 있는데, 모정(帽頂)의 형태는 정면에서 삼각

형을 이루며 측면에서는 끝이 약간 뒤로 휘어진 모양

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안악 1호분 벽화인물

<Fig. 21> 및 신라 금령총 출토 백화수피제 립 복원도

<Fig. 22>에서 알 수 있듯 립의 모정은 원형이 상정되

고, 이외에 고구려 동암리 고분벽화에는 모정이 일자

(一字)형인 립도 표현되어 있다. <Fig. 20>과 같은 모

정의 끝이 길며 뾰족한 립의 존재는 현재까지의 발굴

자료 안에서는 금관가야만의 특징으로 인식된다. 

또한 모정이 길며 뾰족한 립은 김해 덕산리에서 출

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기마인물형 토기인물<Fig. 23>

에서도 확인된다. 토기의 인물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

하고 있으나 투구는 이마 부위를 원통형으로 감싸며 

좌우 볼가리개가 연결된 형태이고 상단에 립 형태의 

복발을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경주 사라리 

5호묘 출토 유물<Fig. 24>을 보면 원통형 주체부의 상

단에는 불규칙한 간격의 구멍에 가죽끈이 연결되어 있

는데, 전면부에는 가로로, 측면과 후면부에는 세로로 

연결된 가죽끈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사라리 5호묘 출

토 유물의 가죽끈은 유기질 복발과 연결되었던 흔적으

로 보이고, 토기인물<Fig. 23>이 착용하고 있는 립 형태

의 복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결하였을 것으로 생

각된다. 가야의 변형모와 마찬가지로 립 또한 단독 관

Fig. 20. Earthenware decorated
with mounted figure.

Reprinted from Park (2010). p. 413.

Fig. 21. Goguryeo's hat with a brim.
Reprinted from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Illustrated 

Book of Ruins and Relics of Korea” (2000). p. 105.

Fig. 19. Suggestion of conical hat.
Reprinted from Kweon et al. (201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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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이외에 투구의 복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정의 끝이 뾰족하며 약간 뒤로 휘어진 형태의 금관

가야의 립을 일러스트로 표현해 보면 <Fig. 25>와 같다.

4. 건(巾)

삼국시대 건은 신당서(新唐書)의 신라 남자들이 

흑건을 쓴다[男子剪髮鬻, 冒以黑巾]는 문헌 기록과 함

께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 토우 등의 시각자료에서 확

인된다. 그리고 건의 형태는 머리 전체를 덮어쓰는 복

발식 건(覆髮式 巾)<Fig. 26>과 긴 끈 형태의 천을 둘러 

동여맨 대륜식 건(帶輪式 巾)<Fig. 27> 두 가지 모양이 

확인되지만, 금관가야에서 건을 착용하였다는 직접

적인 유물이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건은 삼국에

서 공통적으로 착용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금관가야와 문화적 교류가 인정되는 삼연은 모용선

비(慕容鲜卑)가 세운 국가인데 건은 선비족의 대표 관

모이기도 하다. 비록 금관가야의 시각자료는 없더라

도 당시 금관가야에서도 건을 착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대륜식 건의 경우 백제에서는 확인

되지 않았고 고구려에서는 여성의 머릿수건으로 착

용되었지만 신라는 남성 토우에서의 착용을 확인할 

수 있어 서로 상이점이 발견되므로, 삼국과 선비족에

게 공통적으로 착용되었던 복발식 건을 금관가야의 

건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복발식 건은 수건과 같은 한 장의 천으로 머리에 둘

러쓰는 형태에서 출발한 관모로 정형화된 형태를 갖

지는 않는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벽화의 경우 대부분

의 관모가 측면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어 복발식 건의 

정면에서도 <Fig. 26>과 같은 둥근 모정을 지녔을지

는 의문이다. 현대에 재현되는 건<Fig. 28>은 앞서 언

급하였던 변형모와 같이 두 장의 반원형 옷감을 봉제

Fig. 22. Silla's hat with a brim.
Reprinted from Hwang (1976). p. 179.

Fig. 23. Clay figure from Gimhae.
Reprinted from Park (2010). p. 478, 479. 

Fig. 24. Untypical helmet from Gyeongju Sara-ri.
Reprinted from Park et al. (2007). p. 65, 437.

Fig. 25. Suggestion of Hat with a brim.
Reprinted from Kweon et al. (2019).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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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봉제선을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하여 측면에서

는 둥근 모정을 지니나 정면은 변형에 가까운 모습인 

경우가 많다. 실제 복발식 건은 모체를 이루는 옷감을 

한 장으로 하느냐 두 장으로 하느냐의 문제 이외에도 

모체의 높낮이에 따라, 옷감의 빳빳한 정도에 따라서

도 그 형태가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복발식 건은 구성방법과 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금관가야의 건은 반원형 옷감을 

봉제한 선을 중앙에 두고 측면은 둥근 모정, 정면과 후

면은 <Fig. 29>와 같이 약간 삼각형을 이루는 모습으

로 재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허리띠

고대의 상의는 허리띠를 여며 착용하였는데, 가장 

일반적인 허리띠로는 가늘고 긴 천으로 만든 포백대

(布帛帶)나 가죽으로 만든 혁대(革帶)이고, 금속 교구 

및 금속판을 붙여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허리띠

를 통한 신분 표현은 허리띠의 색상이나 장식 금속의 

소재 등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나, 출토 유

물만으로 금관가야의 허리띠 색상은 알 수 없고 고분 

출토 금속 유물로는 동물형 대구(帶鉤)와 진식(晉式) 

대금구가 있다.

1. 동물형 대구(帶鉤)

동물형 대구의 계보는 북방 유라시아의 호족(胡族)

에서 찾을 수 있으나, 호복과 함께 중국에서 받아들인 

후 낙랑을 통해 직⋅간접으로 한국에 유입된 것으로 

이해된다(Kim, 2001). 김해지역에서는 대성동 11호

분, 67호분 출토 호형(虎形) 대구 2점<Fig. 30>, 김해 

구지로 42호분과 양동리 382, 384, 401호분에서 각각 

1점씩 총 4점의 마형(馬形) 대구<Fig. 31>가 출토되었

다. 동물형 대구는 대체로 3세기 전후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대성동 11호분은 적어도 4세기 후반대에 해

당되는 무덤으로 전세된 것이거나, 주변 이른 시기 무

덤의 것이 봉토축조과정에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제

기된다(Daeseong-dong Tombs Museum, 2013). 

착용면에서 보면 가죽허리띠의 한쪽 끝에 동물형 

대구를 고정한다고 할 때 경우에 따라 반대편 허리띠 

끝에 고정되는 타원형 혹은 원형 고리도 함께 출토되

는데, 금관가야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허리

띠 가죽에 구멍을 내고 동물형 대구 끝의 고리를 직접 

구멍에 꿰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재현안을 제시하면 

Fig. 26. Goguryeo's covering whole head style Gun.
Reprinted from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Illustrated 

Book of Ruins and Relics of Korea” (2000). p. 190, 168.

Fig. 27. Silla's hairband style Gun.
Reprinted from Kweon (2016). p. 9.

Fig. 28. Reproduction of Gun in Seoul Baekje Museum.
Photographed by author (June 2, 2018).

Fig. 29. Suggestion of Gun.
Reprinted from Kweon et al. (2019).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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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와 같다. 

2. 진식(晉式) 대금구

진식 대금구는 후한시기 처음 등장하여 양진(兩
晉)대에 걸쳐 사용된 중원지역의 특징적인 허리띠인

데, 양진 이외에도 삼연(三燕), 고구려, 백제, 왜(倭)의 

유적에서도 출토되어 4∼5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교

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효한 자료로 인식된다

(Lee, 2011). 진식 대금구를 포함한 금관가야의 금동, 

청동제 장식 마구(馬具) 및 청동용기 등은 중국 동북

지방 특히 선비족의 삼연계 유물과 매우 유사함을 보

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3세기대 지속적으로 발생

한 중국 동북지방의 유이민들이 금관가야의 지배층

으로 편재된 결과물로 보거나(Sim, 2016), 삼연 이외

에, 고구려나 중국 남조 등 다양한 집단과의 확대된 

교류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Cho, 2017). 정

확한 유입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진식 대금

구의 존재는 금관가야가 당시 동북아시아의 각 정치체

와 매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왜에까지 진식 대금구가 전달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금관가야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진식 대금구는 Sun(1994)이 제시한 297년 의흥(宜
興) 주처묘(周處墓) 출토 진식 대금구의 착용 복원도

<Fig. 33>에 의하면 ① 대단금구(帶端金具), ② 교구

(鉸具), ③ 사미(鉈尾), ④ 과(銙)로 구성된 금구를 가죽

이나 천 위에 장식하여 허리띠를 구성하게 된다. 금관

가야에서는 4세기 전반 대성동 88호분에서 대단금구 

1점과 과는 ④-1형이 2점, ④-2형이 1점 총 3점 출토

<Fig. 34>되었고 대성동 70호분 주곽에서 ④-1형과 1점

이 출토<Fig. 35>되었다. 그리고 88호분의 대단금구에

는 쌍룡(雙龍)문, 과에는 삼엽(三葉)문이 투조(透彫)

되어 있고, 과 아래 수하부에는 곡선문과 작은 원문이 

축조(蹴彫)되어 있다. 

그런데 금관가야에서는 <Fig. 33>에서 보이는 교

구(②)와 사미(③), 3개의 과 유형 중 ④-3형은 출토되

지 않았다. 착용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구는 필수적이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록 금관가야에서 완전

한 셋트로 출토된 것은 아니나 교구와 사미를 추가하

여 허리띠의 정면을 완성하였고 후면은 대성동 88호

분에서 출토된 ④-1형 과 2점, ④-2형 과 1점에 근거하

고 이를 각각 한 개씩 추가, 교차 배치하여 <Fig. 36>

과 같이 재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V. 신   발

고대의 신발은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유무에 따라 

신목이 없는 이(履)와 신목이 있는 화(靴)로 대별된다. 

화는 일반적으로 가죽을 사용했지만 이는 소재에 따

라 가죽신[革履], 짚신[草履], 금동신[金銅履] 등으로 

구별되고, 이외에 나무로 만든 나막신이 있다.

1. 이(履)

1) 가죽신

금관가야에는 가죽신 유물은 없으나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신발 모양 토기와 낙랑 유물을 통해 그 형

Fig. 30. Tiger type belt hook from
Daeseong-dong tomb no.11.

Reprinted from Gimhae National Museum (2018). p. 166.

Fig. 31. Horse type belt hook from
Gujiro tomb no.42.

Reprinted from Gimhae National Museum (2018). p. 166.

Fig. 32. Suggestion of belt with tiger type hook.
Adapted from Kweon et al. (2019).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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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신

발 모양 토기<Fig. 37>는 출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4∼5세기 가야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발의 코가 둥

글게 솟아 있으며, 신발 윗부분 가장자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끈으로 조일 수 있게 하였다. 그

리고 뒤꿈치는 가죽을 덧댄 형태로 약간 솟아 있어 손

으로 잡고 신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토기 두 점의 전

체 모양은 서로 비슷하지만 윗부분 가장자리의 구멍

수와 무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낙랑의 유물인 평양 정백리 200호분 출토 

가죽신<Fig. 38>은 비록 이른 시기의 것이나 변한시

기 삼한⋅낙랑 간 교류가 있었고 신발은 시기에 따른 

형태 변화가 크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금관가야

의 가죽신을 추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백리 200호분 가죽신은 출토 정황은 자세하지 않으

나 사진으로 그 대략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한 장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축에서 이어 붙인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리고 신발 윗부분 가장자리에는 다른 

가죽을 덧대어 마감한 형태이다. 앞서 언급한 앞코가 

솟아 올라간 신발과 달리 발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따

Fig. 33. Illustration of
Jin style belt.

Adapted from Sun (1994). p. 62.

Fig. 34. Belt ornament from
Daeseong-dong tomb no.88.

Reprinted from Daeseong-dong Tombs Museum (2013). p. 74.

Fig. 35. Belt ornament from
Daeseong-dong tomb no.70.

Reprinted from Song, Sim, Jeon et al. (2015). p. 103, 71.

Fig. 36. Suggestion of
Jin style belt.

Reprinted from Kweon et al. (2019). p. 10, 11.

Fig. 37. Shoe-shaped
earthenware.

Reprinted from Park (2010). p. 465.

Fig. 38. Leather shoes.
Reprinted from Bokcheon Museum 

(2010). p. 19.

Fig. 39. Suggestion
of leather shoes.

Reprinted from Kweon et al. (2019). p. 2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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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형태의 신발이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을 재현한 모습은 <Fig. 39>와 같다.

2) 짚신

짚신은 꼭 짚을 엮어 만든 것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

고 넓은 의미로 풀로 만든 신발을 뜻한다. 금관가야의 

유물로는 양동산성에서 출토된 바 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다. 다만 짚신 모

양 토기에서 그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데 복천동 53호

분 출토 토기 이외에는 출토지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

으나 <Table 1>은 가야 토기로 언급된 것들을 모아 본 

것이다.

토기에 표현된 짚신은 모두 양옆에 세 개씩 총 6개

의 돌기총이 있고, 앞코에서 뺀 끈과 뒤축의 도갱이는 

각각의 돌기총과 당감잇줄로 연결된 모양을 하고 있

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백제, 신라와 동일하였던 것으

로 추정되지만 백제의 돌기총이 짧았던 것과 달리 경

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신라의 짚신은 4cm 정도의 비

교적 긴 돌기총을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Buyeo Natio- 

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3). <Table 

1> 토기의 짚신은 모두 길이가 긴 돌기총을 보이고 있

어 가야도 신라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재현안은 <Fig. 40>과 같다.

3) 옻칠신

옻칠신은 나무나 가죽, 직물 등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옻칠한 것으로 쉽게 닳지 않고, 방부, 방습성도 

뛰어났다(Bokcheon Museum, 2010). 금관가야 유물로

는 삼한시기의 것이나 창원 다호리 19호분 출토 옻칠

신<Fig. 41>이 있고 낙랑지역의 채협총, 석암리 201호, 

205호분에서 출토된 가죽에 옻칠한 신<Fig. 42>과 형

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금관가야에서는 대성

동 70호분에서 출토된 찰갑편, 대성동 29호분과 88호

분에서 출토된 칠도막으로부터 가죽에 옻칠(Shin & 

① ② ③ ④
Collection

Pusan Museum from 
Bokcheon-dong tomb no.53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he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Amore Pacific 
Museum of Art

Picture

Source
Reprinted from Park

(2010). p. 459.

Reprinted from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3). p. 129.

Reprinted from Park 
(2010). p.4 61.

Reprinted from Park 
(2010). p. 463.

Table 1. Gaya’s straw shoes-shaped earthenware

Fig. 40. Suggestion of
straw shoes.

Reprinted from Kweon et al.

(2019). p. 49.

Fig. 41. Lacquer shoes from
Daho-ri tomb no.19.

Reprinted from Bokcheon Museum
(2010). p. 23.

Fig. 42. Lacquer shoes from
Sukam-ri tomb no.205, Pyongyang.

Reprinted from Bokcheon Museum
(2010).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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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00; Song, Sim, Jeon et al., 2015; Song, Sim, Lee 

et al., 2015)을 하거나, 가야의 숲 3호 목관묘 출토 칠기

와 칠초(漆鞘),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출토 칠기 등으

로부터 나무에 옻칠(Foundation of East-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2006, 2010)하는 등 다양한 유물에 

옻칠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금관가야의 직접

적인 유물은 없으나 다호리 및 낙랑 출토품과 함께 금

관가야 내 다양한 옻칠 사용으로부터 옻칠신도 가능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다호리 출토품의 경우 잔존 상태가 매우 열

악하여 발등과 안창만 확인되지만, 평양 석암리 출토

품은 가죽에 옻칠한 것인데 높이 6cm 가량 가운데가 

비어 있는 나무로 만든 굽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Bok- 

cheon Museum, 2010). 신발의 크기는 석암리 출토품

이 27.6cm, 다호리 출토품이 27.0cm로 모두 남성의 것

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굽 있는 신발은 한대(漢代) 화

상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다호리와 낙랑 출

토 옻칠신의 존재로부터 금관가야는 평양, 안악 지역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포를 착용한 인물들과 같이 땅

에 끌릴 정도로 길이가 긴 상의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신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낙랑 출토 유물에 근거한 옻칠신의 재현안은 <Fig. 

43>과 같다. 

4) 나막신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발인 나막신은 금관가야 이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당시 공통

적으로 착용된 신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막신은 판

자형과 고무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판자형은 판자 

형태의 발바닥 부분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신는데 굽

이 달린 형태이고 고무신형은 발바닥 이외에 발등 부분

까지 있는 고무신과 유사한 모양인데 굽이 없다. 

금관가야에서는 고무신형은 출토되지 않았고 부산 

기장 용수리에서 출토된 판자형 나막신<Fig. 44>이 있

다. 이 유물은 사다리꼴 모양의 굽 4개가 있는 형태이

고, 바닥판 가장자리에는 발을 고정하기 위한 끈 구멍 

9개가 확인된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위치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발 크기를 생각한다면 길이 180∼190mm 

정도, 폭 65∼70mm 정도로 성인 남성의 신발보다는 

여성이나 소아의 신발로 추정된다(Jeon et al., 2008). 

그런데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 신라의 판자형 나막신

인 경산 임당, 아산 갈매리, 부여 능산리, 익산 미륵사

지 출토 유물과 비교해보면, 첫째 타 지역 출토품은 굽

이 가로방향으로 2개 배치된 것과 달리 기장 출토 유

물 세로방향으로 4개가 배치된 점, 둘째 타 지역 출토

품에서는 끈을 꿰기 위한 구멍이 3, 5, 6개인 반면 기장 

출토품은 9개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들과 비교한 것이고 금관가야는 기장 출

토 유물 1점뿐이므로 아직 지역별 특징으로 일반화하

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판자형 나막신은 구멍이 3개인 경우는 엄지

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 고정끈이 위치하도록 하여 현

재의 조리와 같이 발꿈치 부분은 고정되지 않아 끌며 

신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멍이 많은 경우는 발을 나

막신에 고정하여 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Bokcheon Mu- 

seum, 2010). 금관가야의 기장 출토 나막신은 끈을 꿰

기 위한 구멍이 9개로 개수가 작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단단하게 발을 고정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

나 현재로서는 구멍에 어떤 방식으로 끈을 꿰었는지

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나막신의 재현안은 추후의 발

Fig. 43. Suggestion of straw shoes.

Reprinted from Kweon et al. (2019). p. 17.
Fig. 44. Wooden shoes from Gijang.

Reprinted from Jeon et al. (2008).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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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성과를 기대하며 후속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2. 화(靴) 

김해 대성동 8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그릇받침에는 

발목이 짧은 화 모양의 토우 장식<Fig. 45>이 붙어 있

다. 신발은 앞코가 살짝 들려 있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고창과 나주 출토 백제의 금동신<Fig. 46>과 유사하

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토우에 표현되어 확실하지 않

지만 소재는 가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목

의 점토 띠를 덧붙인 부분에 대해서 신발의 윗단을 접은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Bokcheon Mu-  

seum, 2010), 신강 니아(尼雅) 1호묘 출토 가죽신<Fig. 

47>과 같이 발목 부위에 충전재를 넣거나 다른 색상 

혹은 소재의 연결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화의 측면에는 원문 5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Fig. 47>과 같이 자수 등을 이용한 문양 표현의 

가능성도 있지만, 규칙적인 원문 표현에서 별도의 원

형 장식물을 부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요녕 

정가와자(鄭家窪子) 고분 출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무덤의 널 안에서 발견된 노인 남자 유골의 무릎에서 

발가락 뼈 주위에서 지름 2cm 내외의 동단추가 180개 

나왔는데, 뼈와 동단추 사이에는 부식된 가죽흔적이 있

어 가죽장화의 표면에 붙었던 장식이었음을 알 수 있

다(Bokcheon Museum, 2010). 한반도에서 비슷한 모양

의 단추는 낙랑 고분과 경상북도 영천 어은동(漁隱洞)

에서 출토된 바 있고 이들은 단추 뒷면에 실로 고정시

킬 수 있는 원형 혹은 직선형의 고리가 1∼2개씩 있다.

그리고 금관가야에서도 동일한 형식은 아니나 대

성동 2호분에서 출토된 동기(銅器) 2점<Fig. 48>이 확인

된다. 보고서(Kyungsung University Museum, 2010)에

서는 마구의 일종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금

속제 운주는 직경이 크고 가운데 정(釘)을 박아 고정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반면 2호분 출토 동기는 직경이 2.4cm, 

2.5cm로 작고 구멍이 없으며 안쪽에는 혁질(革質)이 부

식되어 일부 남아 있다. 이러한 동기를 화에 장식하기 위

해서는 아마도 접착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금관가야의 화는 가죽소재로 대

성동 8호 목곽묘 출토 토기 장식에 근거한 형태로 제

작하되 실을 이용한 단추 형식 혹은 접착제를 이용한 

금속 원형 장식을 부착한 모습으로 <Fig. 49>와 같은 

재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관가야의 관모, 허리띠, 신발을 고

Fig. 45. Boots-ornamented earthenware 
from Daeseong-dong tomb no.8.

Reprinted from Bokcheon Museum
(2010). p. 181.

Fig. 46. Gilt-bronze shoes
from Gochang.

Reprinted from Seoul Baekje 
Museum (2013). p. 67.

Fig. 47. Leather shoes from Niya.
Reprinted from The Editorial Committee
of  “Corpus of  Chinese fabric, embroidery

and finery” (2004). p. 139.

Fig. 48. Bronze object from Daeseong-dong tomb no.2.
Reprinted from Kyungsung University Museum (2010). p. 108.

Fig. 49. Suggestion of boots.
Reprinted from Kweon et al. (2019).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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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후 착용의 관점에서 재현안을 일러스트로 제시

하였다. 이에 고분 출토 유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관가야의 토기 및 토우, 그리

고 대외 관계가 인정되는 주변국의 시각자료도 함께 

고찰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유물에서 확인되는 금관가야의 관모는 대관

과 립이다. 대관 유물은 김해 대성동 29호분의 금동관

편과 구지로 12호분의 철대가 있는데, 대륜 내면의 직

물 및 가죽흔으로 유기질의 모체가 상정되고, 대륜의 

양끝에 끈을 연결하여 머리에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성동 91호분에서 출토된 사슴뿔 장식은 대관

의 입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 립

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그릇받침에 장식된 기마

인물 토우의 모습에서 확인된다. 주변국에서 모정이 

둥글거나 일자형인데 금관가야의 립은 뾰족하게 솟

아있으면서 약간 뒤쪽으로 굽어진 형태를 보인다. 그

리고 금관가야의 유물로 전하지는 않으나 주변국 자료

로부터 존재가 추정되는 관모는 변형 관모와 건이다. 

허리띠는 기본적인 포백대, 혁대와 더불어 금속 장식

의 동물형 대구와 진식 대금구가 있었다. 금관가야의 동

물형 대구는 호형 대구 2점과 마형 대구 2점이 출토되었

는데, 김해지역의 동물형 대구는 반대편 가죽허리띠 끝

에 연결되는 타원형 혹은 원형 고리는 출토되지 않아 가

죽에 구멍을 내고 대구의 고리를 직접 꿰어 연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진식 대금구는 대성동  88호분과  70호

분에서 출토되었다. 자체 제작한 것은 아니고 대단금

구의 쌍용문, 과판의 형태와 삼엽문 등에서 선비족의 

삼연 및 부여계 문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신발은 이와 화가 있었다. 대성동 8호분 출토 토기 

파편에서 확인되는 화는 신목이 짧고 둥근 원문양이 

표현되어 있어 원형 장식을 부착하였을 가능성이 제

기된다. 그리고 이는 가죽신, 옻칠신, 짚신이 확인되었

고, 이외에 판자형 나막신 유물이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고대 우리나

라의 현존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인 3세기 후반 대관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속제 대관이 가장 발달한 것은 신라의 4∼5세기 마

립간(麻立干)시기라고 볼 수 있으나 신라의 대관이 출

자형 입식으로 정형화되기까지 금관가야의 대관이 일

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수지

형 입식의 대관을 포함해서 모정이 뾰족하면서 뒤로 

굽은 형태의 립, 앞코가 솟아오른 가죽신 등으로부터 

금관가야 고유의 독특한 형태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대성동 88호분과 70호분 출토 진식 대금

구의 존재는 당시 금관가야가 동북아시아의 각 정치

체와 매우 활발하게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향유하고 

최고 지배자층에게 사용되었기에 위세품(威勢品)의 

하나로 고분에 부장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식된다.

금관가야는 삼한시기 단편적인 문헌 기록이 있을 

뿐 4세기 이후 금관가야의 실질적인 복식 기록은 거

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고 유물 및 시각자

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 주변국 자료에 근거한 

바도 크다. 이에 한정된 복식 자료로 논의의 전개에서 

일정 부분 추정에 근거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

될 수 있고, 계속되는 금관가야 고분의 발굴성과와 주

변국 자료를 주시하며 후속연구에서 보완해 나가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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