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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갑총, 우연히 모습을 드러내다

1992년 6월 6일, 말이산 북쪽 끝자락인 함안군 가야읍 해동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었다. 

그날은 현충일이었고 오락가락 빗방울이 뿌리고 있었지만 굴삭기 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신문배달을 하는 이병춘(당시 학생)도 그쪽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굴삭기가 파낸 흙

에서 거무튀튀한 쇠가 눈에 띄었다. 이병춘은 자기가 본 것을 창원대학교 사학과 출신인 

안승모 지국장에게 말했다. 지국장은 때마침 인근 성산산성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던 창

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박종익 연구사에게 알렸다. 박 연구사는 놀람

을 감추지 못한 채 공사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굴삭기 기사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

는 순간이었다. 박 연구사는 공사를 중단 시키고 흙속에서 흩어진 쇠를 수습했다. 그것은 

말의 왼쪽을 감싸는 쇠로 된 갑옷이었다.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땅에서는 말의 오른쪽을 

감싸는 온전한 형태의 갑옷이 묻혀있었다. 그리고 말의 얼굴을 감싸는 마주(馬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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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야, 그 역사의 자락을 걷다 - 사적 제514호 
말이산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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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토된 마갑

(馬甲: 말의 갑옷)이었다. 마갑이 

아라가야의 역사와 함께 땅 속에 

묻힌 지 어림잡아 1500년이란 세

월이 지난 후 옛 아라가야의 역사

를 부활 시키듯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갑은 중장기병(重裝騎兵)의 기

본이다. 사람과 말이 모두 무장한 

중장기병은 현대의 전차처럼 강력

한 방호력을 갖추고 전장을 마음

대로 누비며 막대한 파괴력을 자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4세

기 후반 고구려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는데 광개토대왕은 이 

중장기병을 바탕으로 광활한 영토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한 마갑은 철기문명의 꽃이다. 상하좌우로 마음대로 활보하는 말

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보호해야 하므로 쇠를 다

루는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함안에서 출토

된 마갑은 총 440~453개의 조각을 연결해 총길이 226~230㎝, 너

비 43~48㎝로 만들었다. 보호하는 부위에 따라 조각의 크기가 다

르며 마갑을 잇는 줄을 꿰는 구멍도 아주 미세하다.1)

박 연구사가 놀란 것은 단순히 마갑의 발견 때문이 아니었다. 함안에서 출토된 마갑은 우

리나라에서 최초로 완전한 형태가 출토됐다는 점이다. 평안남도 용강군의 쌍영총, 남포의 

약수리고분, 평양의 개마총, 중국 집안의 삼실총 등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말과 사람이 

함께 무장한 개마무사(鎧馬武士)가 등장하는데 경주와 동래, 합천에서 마갑의 일부 미늘 

조각이 출토된 것을 제외하고는 단지 벽화 속에서 존재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함안에서 발

견된 마갑은 머리, 목, 가슴, 몸통 부분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가 출토되어 

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소, 2008, 「함안도항리6호분」, 『함안도항리 고분군의 방어무장』, 세종문화사, 

pp. 261~275.

말갑옷 출토 모습

함안박물관에 복원 전시되어 있는 말갑옷



개마무사의 실존을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철을 수출한 변한에서도 가장 대국이었던 

아라가야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1994년 발굴된 8호분과 2005년 발굴된 6호분에서도 마갑이 나왔다. 말이산 6

호분은 봉분 길이가 33m이며 석곽의 상부 길이는 14m, 너비 4.7m에 이르는 대형수혈식

석곽묘이다. 도굴과 오랜 세월 부식으로 인해 철기류는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철정 65덩

어리, 대도 한 자루와 함께 주피장자의 발치 아래에서 마면주 다섯 조각, 마갑 109 조각 등

이 수습되었으며 다양한 토기류도 출토되었다.2) 말이산 8호분 역시 봉분의 길이 32m, 석

곽 길이 11m, 너비 1.85m의 대형수혈식석곽묘이다. 많은 토기유물과 함께 길이 70cm와 

74cm의 환두대도 두 자루와 대도 두 자루가 나왔다. 수십 점의 철정과 함께 주피장자의 발

치 아래에서 마갑과 마주가 함께 수습되었다.3)

함안 마갑총에서 온전한 마갑이 출토된 이후 2007년에 경주 쪽샘지구에서도 함안의 마갑

총의 것보다 크기가 작은 마갑이 발굴되었다. 경주 쪽샘지구에서 발견된 마갑 이후 함안 

마갑총의 마갑은 국내 유일의 지위는 아니지만 아직도 국내 최초로 완전하게 발굴된 가장 

큰 마갑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갑총에서 출토된 환두대도

2012년 8월 14일 조선일보에 “일제 때 출토된 백제 철제대도, X레이를 찍어보니 금으로 새

긴 무늬, 왜왕에게 준 칠지도와 유사” 라는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 8월 17일 문화일보에도 

“백제 쇠칼의 비밀”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1933년 일제강점기 때 아리미쓰 고이치

가 발굴한 충남 공주 송산리 제29호분의 금속유물 조각들을 최근에 촬영한 결과 칼의 몸체 

전·후면에 금으로 상감한 봉황과 초화(草花), 구름무늬가 발견됐다는 설명이었다.

백제에서 발견된 대도 가운데 금으로 상감한 유일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백제의 대도는 

369년 근초고왕이 왜의 후왕에게 내린 칠지도가 유일하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특히 이

런 백제의 상감기법이 가야와 왜로 전파되었는데 그 증거로 합천 옥전고분군 대도와 마갑

총에서 발견된 환두대도[둥근 고리 칼]에 베풀어진 상감기법을 제시했다. 마갑총에서 발

견된 87.8cm의 환두대도는 철제금은상감환두대도(鐵製金銀象嵌環頭大刀)4)인데 피장자

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소, 2008, 「함안도항리6호분」, 『마갑』, 세종문화사, pp. 192~219. 

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함안도항리고분군Ⅴ」, 『마갑, 마주』, 세종문화사, pp. 76~79. 

4)  위광철, 1998년, 「함안 도항리 마갑총출토 철제금은상감환두대도의 제작기법 및 보존처리」, 《보

존과학연구 19(98.12)》 pp. 69~83, 출처: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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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측 편에 환두가 동북쪽으로 향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칼의 길이는 66.5cm, 손잡이부

분은 17cm, 환두부분은 4.3cm이다. 칼의 끝부분과 몸통부분에 목질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컨대 칼집은 나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손잡이 부분은 나무 손잡이 위에 은판에 

금도금을 한 판을 말아 금도금을 한 못으로 고정시켰으며 판 위에는 정으로 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쳐나간 인상문(鱗狀文: 비늘 모양)5)이 장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마갑총에서 발견된 환두대도에도 역시 칼의 몸체에 금으로 상감이 된 

부분이다. 칼끝에서 7cm가량 떨어진 부분부터 손잡이부분 앞까지 약 59.5cm의 칼등에 1

줄로 거치문(鋸齒文: 톱니모양)이 상감되어 있는데, 이는 금속표면에 ‘V’자 홈을 파고 금으

로 된 가느다란 금사(金絲)를 홈에 박아 넣은 후 표면을 일정하게 연마한 것이다. 칼은 살

상용이기 때문에 손잡이나 환두 부분을 치장하는 경우는 많아도 칼의 몸체에 금을 치장하

는 경우는 드물다. 마갑총의 환두대도처럼 금상감이 있는 것은 위엄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런 칼을 지녔다는 것은 무덤주인이 최상위 권력층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도 하다.

칼의 몸체에 금을 새긴 귀한 칼 외에도 아라가야의 위용을 드러내는 칼이 또 있다. 문54호

에서 발굴된 환두대도는 부식되어 남은 길이만 82.2cm에 이르는 긴 칼인데 이 칼은 은장

쌍룡문환두대도(銀裝雙龍文環頭大刀) 또는 금제쌍룡문장식대도(金製雙龍文裝飾大刀)로 

불린다. 순은으로 된 환두에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뒤엉킨 상태가 묘사된 금장식이 덧붙여

져 있는데 금을 세공한 형태가 매우 우수한데다 특히 환두 전체를 순은으로 만든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다.6) 

철의 제국, 아라가야

마갑, 칼과 함께 아라가야의 위용을 더해주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바로 철정이다. 실제로 

철정이 출토된 상태를 보면 부식되면서 달라붙어 모양이나 개수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5)  알파벳 C와 비슷한 형태인데 송산리 29호분에는 이 C자형을 비스듬히 두 개 연결하고 가운데 

기둥이 있어 꽃과 비슷한 무늬가 있기 때문에 상감기법이 연결된 것으로 본다. 특히 이 C자형 

상감무늬는 다른 가야지역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기 때문에 백제에서 이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이승신, 2008, 「가야환두대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승신, 2008.6월, 「가야환두대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7~68.



말이산 8호분에서는 마갑 아래에서 부식이 심해 정확한 형태와 매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길이 18~20.5cm 내외, 너비 2~3cm 내외의 철정 수십 덩이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6호분

에서도 대략 18cm의 철정 65개가 확인됐다. 22호분에서도 14cm 내외의 형체가 있는 것이 

27개, 15호분에서는 10~15cm의 소형 철정 15개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압권은 문48호분

이다. 수장자의 목관 아래 관 받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50cm 내외의 대형 철정 7

점과 30cm 내외의 중형 철정 70점이 확인되었다. 77점의 철정을 부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위세가 아닐 수 없다. 마갑과 칼, 그리고 철정이 출토되는 것은 아라가야가 철의 제

국인 까닭을 알게 해준다. 

말이산고분군은 함안군에서 번호를 지정한 37개의 대형 봉분과 발굴조사로 밝혀진 133

개를 합쳐 현재까지 187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면 

1,000여 기의 고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말이산고분군이 위치한 말이산은 해발 68m의 나지막한 구릉으로 동서 길이 최대 0.51km

의 산자락이 남북으로 2.1km에 걸쳐 있으며 산 전체에 고분이 조성되어 있다. 가야읍 시

가지와 접해있어 남해고속도로 함안IC나 경전선 함안역, 함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함안군

청이나 함안박물관을 찾으면 바로 고분군으로 오를 수 있다.

함안 말이산고분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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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화재  함안 말이산고분군

관련이야기 소스  말갑옷 발굴 사연, 환두대도 이야기

해발이 낮은 곳이지만 말이산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 있어 가슴이 시원해진다. 현재는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말이산을 오르며 아라가야의 옛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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