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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20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지곶동 유물산포지3은 2004~
2005년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년 한신대학교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 결과로 존재가
알려졌다. 이 지역의 북서쪽 구릉에서 석곽묘와 당식 대장식구의 과판이 확인되었다.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에서 수습된 당식 대장식구는 방형과판 1점과 반원형과판
2점으로 유물 실견결과 모두 청동 재질에 주조로 제작되었으며 표면에 옻칠이 일부 잔존한
다. 또한 기왕에 2점으로 보고된 반원형 과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표판과 이판으로서
한 개체가 분리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 수습 당식 대장
식구는 방형과판 1점과 반원형과판 1점임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이 자료는 기왕의 연구 성과와 주변자료의 비교를 통해 7세기 후반경에 해당되며 이를
소유한 인물은 중위의 지방관인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대장식구가 수습된 석곽묘의 위치
는 한주로에서 당성으로 향하는 지선교통로 상에 위치함과 동시에 안성천의 지류인 황구지
천과 인접하고, 북쪽으로 독산성이 근접한 입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소유한 피장자의 위
상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면에서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에서 수습된 당식 대장
식구는 통일기 신라 지방의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상의 검토와 경기지역 내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신라의 지방 한주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당식 대장식구의 변화 관찰은 지방사회의 복원과 정치·사회적 함의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주제어 : 당식 대장식구, 지곶동 유물산포지3, 관등, 한주, 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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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한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은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유물산포지의 범위가 확정되었고, 이후 한신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그 내용이
보완되었다. 특히 유물산포지 내에서 석곽묘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그 상부에서 당식 대
장식구가 수습되었다. 이에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의 범위 내에서 수습된 당식 대장
1)

식구를 검토한 후, 현재의 경기지역 내에서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는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 수습 당식 대장식구 자체로서의 중요성뿐만 아
니라 경기지역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의 역사적 의미 검토를 토대로 향후 고고자료
를 통한 통일신라기 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 파악 연구에 당식 대장식구의 유효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자료의 檢討
1. 기왕의 소개 내용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98-1·218·229-1·296·332번지
일원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지표에서 확인되는 삼국-조선시대의 토기, 자기, 기
와류 등의 존재로 미루어 매장문화재 유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2004~2005년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를 통해 ‘오산 지곶동 유물
산포지3’이라는 명칭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었다. 독산의 남서쪽 능선 끝자락과 그 아래의
마을이 포함되며, 지형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유물은 독산성에서 흘러내린 능선
부에 인접한 경작지에서 대부분 확인되었다.
이후 2006~2007년 한신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문화유적 분포조사가 보완되었다. 이 조
사에서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범위 내 북서쪽 능선 일대에서 석곽묘의 존재가 새롭
게 확인되었다. 주변 정리를 통해 노출된 석곽묘의 석재 일부는 방향이 이탈되기는 하였
으나 비교적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벽석 인근에서 당식
대장식구의 과판 3점과 인화문 토기편 등이 수습되어서 고분(군)의 유존 가능성을 키워
준다.
한편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주변으로 독산성, 세교동 산41-5·가장동·궐동에서
1) 이하에서 ‘경기지역’은 현재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괄하여 지칭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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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가수동에서 생활유적 등 신라 중고기~통일기에 해당되는 유적의 조사가 다수 이루
어진 터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의 위치와 주변 신라 중고기~통일기 유적 (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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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유적 전경(①·②-2004년, ③·④-2006년),
석곽묘 노출전경(⑤·⑥)과 수습유물(⑦), 유물산포지 내 채집유물(⑧)
(出典 : ①·②-世宗大學校博物館·烏山市 2005; ③~⑧-한신대학교박물관·오산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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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일기에 이르러 지상에 봉토를 가지는 고분이 거의 소멸하거나 왜소해지면서 매
장주체부 역시 규모가 작은 석곽이 대부분(최병현 2011: 37-38)이다. 더욱이 파주 법흥리,
2)

성남 도촌동 등에서처럼 단위 구릉 내에서 10기 미만의 소 군집을 이루는 사례 에 견주어
보건대 향후 지곶동 유물산포지3의 북서쪽 능선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석곽묘
가 확인된다면 10기 미만의 소 군집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기된다.

2.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수습 당식 대장식구 檢討
이하에서는 실견 자료의 실측도면과 사진을 제시하고, 개별 구성품에 대한 세부사항
을 검토한다. 유물번호는 특정되지 않아서 임의로 ‘OG3-S’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대장
식구는 2007년에 보고되었던 방형과판 1점과 반원형 과판 2점이며 세부 속성은 <표 1>과
3)

같다.

<표 1>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 수습 당식 대장식구 제원
연번

규격 (cm)
길이

너비

3.2

2.8

OG3-S01
1.8

0.6

3.0

2.2

OG3-S02
1.8

0.7

3.1

2.2

OG3-S03
1.8

내용

두께

0.8

방형과판. 과판 주조 후 수공을 오려냄. 表版과 못을 동시에 주조. 裏版은
주조 후 수공과 못구멍을 오려낸 후에 결합시킴. 못은 각 모서리에 4개.
표면에 종방향의 마연흔. 단부 둔각이며 과판 외면 옻칠흔.

0.2

반원형과판의 表版. 과판 주조 후 수공을 오려냈으며 못과 동시에 주조됨.
못은 각 모서리에 4개. 외면 옻칠흔. 내면 모서리 일부 주조흔.

0.6

반원형과판의 裏版. 과판 주조 후 수공을 오려냄. 못은 각 모서리에 4개.
일부 表版에 부러진 못이 결구된 상태로 잔존. 외면 옻칠흔.

0.6

2) 아산 둔포리나 청주 용담동의 경우 20여기 이상의 소규모 석곽이 군집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수원 광교지구의 경우 도합 56
기의 석곽묘가 보고되었는데, 조사 지점별로 나누어 보면 개별 구릉의 능선에서 10기 안팎의 석곽묘가 군집을 이루는 양상을 보여
준다.
3) <표 1>의 길이와 너비에서 윗줄은 과판, 아랫줄은 수공의 제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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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 수습 당식 대장식구 도면

<그림 4>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 수습 당식 대장식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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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식 대장식구의 등급이나 위계를 판별하는 데는 대장식구의 재질, 과판에 옻칠이 부가
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중요 요소로 꼽을 수 있다(최정범 2017: 158). 이를 염두에 두고 지
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에서 수습된 당식 대장식구를 살펴보면 재질은 청동, 주조기법
으로 제작되었으며 과판의 表版에서 옻칠의 흔적이 일부 잔존한다. 이에 옻칠이 부가된
청동제 대장식구로 볼 수 있으며, 과판의 表版과 裏版을 연결하는 못은 과판과 함께 주출
되었다.
한편 반원형과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왕에는 별개의 2점으로 보고되었다. 1
점은 착용 당시 겉으로 드러나는 表版이고, 다른 1점은 몸에 닿는 裏版이다. 더욱이 개별
반원형과판에 부착된 못의 부러진 양상은 상호 대응되는데, 이 둘을 접합해보면 못의 부
러진 부분이 합치된다. 따라서 반원형 과판 2점은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반원형과판 1점
의 表版과 裏版이 분리되어 수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 수습 대장식구는 방형과판 1점과 반원형과판 1점임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Ⅲ. 대장식구의 연대와 역사적 의미
1. 대장식구의 시간적 위치와 위계
당식 대장식구 자체를 통한 연대추론은 교구와 대단장식의 제작방식, 과판의 단부 처
리형태와 ‘과판폭:수공폭’의 비율이 유효한 속성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서 수습된
과판의 단부는 둔각이며 ‘과판폭:수공폭’은 4.67을 나타낸다. 또한 가죽 帶에 결구하기 위
한 못이 과판의 표판과 함께 주출되는 속성은 당식 대장식구 제 2단계인 성행기(崔正凡
2018: 221-224)에 해당된다.
이와 비교되는 자료로 경주 황성동 575번지, 영천 화남리, 김해 장방리, 오산 내삼미동,
화성 반송동 등을 꼽을 수 있다. 과판의 전반적인 형태나 단부처리 등은 앞서 예를 든 유
적들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와 유사하나, 경주 황성동 575번지와 화성 반송동 출토 반원형
과판의 경우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 수습품에 비해 가로로 세장한 형태를 보여주
고 있어서 약간의 선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경주 황성동 575번지, 화
성 반송동에서 과판과 공반된 교구와 대단장식의 세장도가 증대되는 점 등의 속성으로
보건대 한 단계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교적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김해
장방리 출토 반원형과판과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서 공반된 교구와 대
단장식의 제작기법 등은 경주 황성동 575번지, 화성 반송동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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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에서는 교구와 대단장식이 확인되지 않아서 제2단계의
이른 단계인지, 늦은 단계인지에 대해 세분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교구와 대단장식의
제작 방법이나 명목적 속성 등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에 명확한 분
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과판의 속성과 이와 비교되는 타 지역 출토자료와
의 비교를 통해 보건대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 수습 당식 대장식구의 연대는 7세기
후반경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대장식구의 위계 문제를 보기로 한다. 기왕의 견해처럼 당식 대장식구는 율령
을 기반으로 한 관료제 사회에서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달랐던
착장품이다. 더욱이 중국 당 왕조는 5차례에 걸쳐 신분에 따른 대장식구의 재질과 과판
의 수량을 규정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당식 대장식구가 관인의 신분 표상에 중요 요소라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인바,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
질이 달랐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당 왕조에서처럼 관등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신
라 특유의 골품제에 따라 재질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 왕조와 차이가 있
는데, 이는 당식 대장식구를 통해 관인의 서열화를 드러내는 동아시아 각국의 보편성 속
에서 신라 골품제와 결부된 특수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덕왕의 복식 규제에 대한 기사가 주로 언급된다. 굳이 재론하지는 않
겠지만 골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장식구 재질 등의 규제를 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통일기 문란해진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흥덕왕 9년(834)의 개혁결
과이다. 이를 환치하면 흥덕왕의 개혁이 추구했던 법도, 특히 복식 규제에 언급되는 일련
의 내용은 이미 신라 중대 초기에 마련(김영하 2007: 184)되었던 것으로의 복고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三國史記』 色服志에 드러나는 골품에 따른 대장식구의 재질 규
정은 곧 통일 직후 골품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던 대장식구의 재질로 환치하는 데 무리는
없다.
그러나 관등에 대응되는 대장식구의 재질과 실제 고고자료와의 정합성을 대조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요컨대 흥덕왕의 규제에 언급된 銅과 실제 출토되는 고고자료
의 경우 철과 동의 혼용, 순수 청동, 옻칠을 부가하거나 금·은제 못을 별도로 제작하여
결구하는 대장식구의 사례들은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그 실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
렵다. 또한 (청)동의 실제 사용계층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대쌍령리 9호 석곽묘 출토 당식 대장식구와 공반 유물은 해석의 실
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과판의 表版은 청동, 裏版은 철로 제작되었다. 교구의 외륜과 교침은 청동, 교판은 철로
제작되었다. 즉 청동과 철을 혼용하여 1式의 대장식구를 제작한 것이다. 이와 공반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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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울에서는 ‘南漢山助舍’라는 명문이 선각되어 있다. 주보돈의 견해(畿甸文化財硏究院
2008: 83의 주73)에 따르면 ‘南漢山(지명)/助(관직)/舍(관등)’으로 추론이 가능한데, 관직으
로 볼 수 있는 助는 外官 都督의 예하인 州助, 관등으로 볼 수 있는 舍는 舍知로 추론 가
능하다. 즉 청동방울의 명문은 ‘南漢山州 소속의 州助인 13관등 舍知’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황보경(2009: 100-101)은 명문을 그대로 해석하여 助舍라는 관직을 大舍나
舍知가 생긴 이후 신설된 지방관직으로 보고, 이는 州助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지방의
관영건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관리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림 5> 광주 대쌍령리 9호 석곽묘 출토 당식 대장식구와 공반유물

더욱이 공반된 편구병의 바닥에 새겨진 ‘干’은 外位 7관등으로 京位 13관등 舍知의 등급
4)

으로 편입 되는 터라 설득력을 가지는 해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다만 『三國史記』
職官志에서 州助는 11관등인 奈麻부터 역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괴리가 생긴다. 그렇지
만 청동방울의 명문으로 보건대 州助직을 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관등이 다소간 조정되
었으나 직관지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광주 대쌍령리 9호분의 공반 유물은 폐기동시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추가장 없이 1차장
에서 매장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반 유물과 당식 대장식구를 염두에 두
고 볼 때 13~12관등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착용하는 대장식구의 재질은 청동과 철을 혼용

4)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외위제는 소멸하지만 왕경에서 원거리에 떨어진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에서는 과거의 명칭이 잔존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서울 금천구 호암산성 집수정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에 선각된 ‘仍伐內力只乃末’를 통해 통일
이후 경덕왕의 한화정책으로 행정지명이 변천되었더라도 관습적으로 고구려 점유기에 사용했던 ‘仍伐內’의 지명이 잔존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광주 대쌍령리 9호분에서 출토된 편구병에 새겨진 외위명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지명이라고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지방에 잔존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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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흥덕왕의 복식금제 기사를 염
두에 두고 본다면 5두품은 鍮 재질의 대장식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두품과 차이
가 있다. 그렇다면 5두품의 상한 관등인 10관등 大奈麻와 11관등 奈麻 역시 철과 동을 혼
용하여 제작한 대장식구를 사용할 수 있는 관등으로 포함 시켜도 좋을 것이다.
<표 2> 신라 京位·外位·骨品과 대장식구 사용 재질 비교
舊)新羅外位

官等(京位)

新羅 骨品
眞

骨

6頭品

5頭品

4頭品

伊伐湌

湌

伊
迊

湌

波珍湌
大阿湌

湌

阿

一吉湌

嶽

干

述

干

沙

高

干

級伐湌

貴

干

大奈麻

選

干

奈

麻

干

大

舍

舍

知

吉

士

大

烏

上
干
一

伐

湌

彼

曰

小

烏

阿

尺

造

位

金·銀

帶裝飾具 材質

◯

金銅·銀銅

◯

烏犀

△

◯

鍮

◯

◯

鐵

◯

◯

◯

銅

◯

◯

◯

한편 청동제 대장식구의 경우 이상의 사례와 같이 검증 가능한 공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관등과의 대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출토 사
례를 보건대 순수 청동만으로 주조되거나 과판에 옻칠을 한 경우, 과판의 表版과 裏版을
결구할 때 금·은과 같은 별도의 재질로 못을 제작하여 결구하는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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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阿湌, 大奈麻, 奈麻 의 관등에 중위
5)

제가 적용되어 세분되는데, 紫·緋·靑·黃의 4복색으로는 관등의 가시적 구분에 한계

가 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착장기물인 대장식구의 재질 차이와 같은 가시적 효과를 토대
로 중위제가 적용된 관등을 세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기왕에 전국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의 사례를 보건대 철과 동이 혼용되어 하
나의 帶를 구성하는 사례가 작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구분과 적
극적인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철동제 대장식구’라는 용어를 임
의로 사용(최정범 2017: 167)해 보기로 한다. 물론 흥덕왕의 복식 규제 기사에서 철과 동
을 구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철동제 대장식구로 환치하는 데에 비판적인 견해가 존재
하는 점에서 용어의 사용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기록 자체만으로는 한반도 전역
에서 작지 않게 출토되는 철과 동이 혼용된 대장식구를 설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
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三國史記』 色服志에서 ‘只用鐵銅’의 只用이 철과 동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고착화시켜 이해하기보다는 오직[zhĭyòng] 철과 동‘만’을 쓸 수 있으며, 재질의 규정 내에
서 변용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흥덕왕의 규제에서 ‘只用
[zhĭyòng]’과 통일기 신라 관등의 중위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고고자료로서 등장
하는 청동과 철을 혼용하여 제작되는 소위 ‘철동제 대장식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실제로 철과 동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의 폭이 상당히 넓을뿐더러, 대장식구 재
질의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청동제 대장식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시적 효과를
통한 상대적 위계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대장식구
출토 사례로 보건대 청동제 당식 대장식구라고 하더라도 ‘금박 혹은 금·은제 못을 별도
제작 → 옻칠의 부가 → 순수청동 → 철과 동의 혼용’이라는 가시적 분화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례로 보건대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 수습 대장식구는 옻칠이 부가되었다
는 점에서 그 소유자가 중위의 지방 관인이라는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다.

5) 현존하지는 않으나 규흥사종의 명문이 남아있어서 이를 보면 ‘上村主三重沙干堯王...’이 확인되고 있어서 大中10年(856)년 경에
는 沙湌직에도 중위제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규흥사종명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
시스템(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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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지역 내에서의 역사적 의미
2019년 10월 현재까지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보고된 유구는 558건이며, 이 중 75%는
고분에서 출토되어서 이하에서는 고분 출토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앞서 살펴
본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묘 수습 당식 대장식구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경
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마땅히 통일기 당시의 행정구역에 따른 분석이
더욱 유효하나, 이에 대한 선행 작업의 측면이라는 점과 유물의 검토라는 특성상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기초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표 3> 전국 당식 대장식구의 출토 비율과 경기지역 묘제에 따른 당식 대장식구 출토비율

호서
(105式)

강원
(16式)

호남
(25式)

경기
(84式)

석실묘
(25式)

석곽묘
(53式)

토광묘
(6式)
영남
(186式)

경기지역에서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되는 고분은 84기로 전국 출토대비 20%의 점유율
을 보인다. 이를 묘제의 형태로 세분하면 석실묘 출토품이 29.7%, 석곽묘 출토품이 63.2%
로 석곽묘에서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되는 사례가 압도적이다. 이는 석실묘에서 출토되
는 사례가 압도적인 영남지역과는 대조되는 양상을 띤다. 즉 당식 대장식구의 재질에 더
하여 묘제를 통해서도 이를 소유한 피장자의 위계 등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의 지방지배체제에 속한 해당 지역 출신의 하급 관료들로 한
정(최병현 2011: 38)되는 사회상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지역에서 당식 대
장식구가 출토되는 묘제는 석곽묘가 압도적이라는 점과도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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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기지역 고분 출토 당식 대장식구 재질
▒ 철 ▒ 철+동 ▒ 청동 ▒ 금동

21式

1式

14式

11式

6式

18式

7式

석실묘

1式
5式

석곽묘

토광묘

석실묘와 석곽묘에서 출토되는 대장식구 재질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양자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기 신라의 지방에서 고분군의 규모가 현저
하게 왜소해지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으
로 재편되면서 기존의 단위 지역 내에서 위계 혹은 피장자의 묘제 형태보다는 신라 중앙
과 연관된 관위 혹은 지방관직의 계서가 위계를 반영하는 데 우선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다. 다만 이것이 통일기의 일반적인 현상인지, 혹은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되지 않는 고분
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만을 덧붙여 둔다.
다음으로 당식 대장식구가 부장된 고분의 출토 위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림 6>에
서 보듯이 크게 두 유형의 분포양상이 관찰되는데, 먼저 육상교통로와 어느 정도 일치되
는 양상을 보인다. 통일 이후 왕경에서 전국의 각 방면으로 연결되는 신라의 간선교통로
는 왕경과 9주의 州治, 소경 사이에 위치하는 각 郡의 치소를 잇는 교통로들의 결합으로
복원될 수 있는데, 한주의 州治에서 패강진 방면으로 향하는 간선로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 하구 등의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수로와의 접속이 용이하여 중요 교통로로 간주되고
있다(정요근 2011: 165). 하남 덕풍동과 금암산고분군, 남양주 지금동 등은 한주의 州治와
인접할 뿐만 아니라 간선교통로 상과 근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주요 교통로와 당식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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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 부장 고분의 위치가 유의미함을 지적할 수 있다. 더하여 간선교통로 상에 위치한 이
천 설봉·설성산성,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등에
서 유실물의 형태로 당식 대장식구 부속구들의 출토 사례가 작지 않게 확인되는 점은 그
러할 가능성을 키워주기에 충분하다.
이와 더불어 왕경에서 한주를 잇는 간선교통로에서 갈라져 남양만의 당성으로 향하는
지선교통로 주변에서도 당식 대장식구를 부장한 고분이 존재하는데 오산 내삼미동, 화성
반송동·천천리·화산고분군 등이며,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도 당성으로 향하
는 지선로 상에 위치한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지곶동 유물산포지3은 독산성의 남
쪽 능선 상에 위치한다는 점인데, 독산성과 근접함과 동시에 對唐 기항지인 당성 방면의
지선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점은 당해 지역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했을 지방관인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기 관방유적과의 관련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군 단위마다 군
현의 관리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1km 이상의 대형 성곽이 분포하고, 그 사이에 둘레
300~500m 정도의 보루가 방사상으로 분포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띤다.
성곽이 군사적 성격에 더하여 행정중심지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는 점(심광주·김재홍
2019: 149)을 염두에 둔다면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에서 수습된 대장식구를 소유
하던 피장자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파주 오두산성-성동리·법흥리고분, 김포
북성산성-신곡리고분, 인천 계양산성-당하동·원당동고분 등의 관계 역시 같은 맥락에
서 살필 수 있다.
다음으로 수로와의 관련성도 지적할 수 있다. 여주 상리, 김포 신곡리, 파주 성동리·법
흥리는 한강 인근에 위치한다. 대하천이 아니더라도 한강의 지류인 경안천변의 광주 대
쌍령리, 탄천변의 성남 도촌동·동판교동 고분의 사례는 이를 일러준다. 오산 지곶동 유
물산포지3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산만으로 흐르는 안성천과 그 지류인 황구지천·오산
천 주변으로 수원 이의동(광교지구), 용인 서천동, 평택 수월암리 고분이 위치한다. 이는
육상 간선·지선교통로 선상뿐만 아니라 전 시기부터 이용되던 수운교통로가 지역 내에
서 중시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산만 일대인 안성천 이남의 아산
둔포리·용두리 일대에서도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되는 고분이 집중되는 현상이 관찰되
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경기지역에서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되는 고분은 육상 혹은
수상교통로 상에 위치한다는 현상이 주목되며, 주요 관방유적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에서 수습된 당식 대장식구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왕경에서 한주로 향하는 간선교통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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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갈라져 당성으로 향하는 지선교통로 상에 위치함과 동시에 아산만으로 향하는 안성천
의 지류인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사이에 위치한다. 더불어 독산성의 남쪽 능선에 고분이
조영된 점은 이를 소유한 인물이 신라의 지방에서 일익을 담당했음을 유추하는 데 부족
함이 없다. 이는 향후 지곶동 유물산포지3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통일기 고분의
정식조사를 통해 보완된다면 그러할 가능성을 키워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본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금동제 대장식구가 석실묘에서 출토된 사례가 파주 성동리에서 1
式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통일 이전인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에 수반되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삼국통일 이후 현재의 경기지역에 금동제 대장식구가 부장된 것이 아님을 덧붙여
둔다. 더욱이 성동리 석실에서는 퇴화된 형식의 금동관이 공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삼
국통일 이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방지배 방식을 읽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앞서 언급한 육상교통로와 수상교통로 주변에서 확인되
는 고분군과 이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미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더하여 현재까지의 사례로 보건대 경기 남부지역에 당식 대장식구의 출토 사례가 집중
되는 점은 현재까지의 발굴조사가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탓에 나타나는 착시현상
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강 하류의 김포 신곡리, 인천 검단·당하동,
서울 항동 등은 비교적 최근에 보고가 이루어진 사례인 터라, 향후 경기 북부지역의 조사
성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평 읍내리에서 중고기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출토
의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던것으로 여겨지던 역심엽형(누암리형) 대장식구가 금동제
로 출토된 점, 포천 계류리에서 퇴조기의 금동제 대장식구 과판이 수습되는 정황들을 염
두에 두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Ⅳ.맺음말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지곶동 유물산포지3은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그 범위가 확
정된 이후 한신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그 실상이 보강되었다. 더욱이 고분군의 유존가능성
이 확인됨과 동시에 석곽묘에서 당식 대장식구가 수습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 성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왕에 이 당식 대장식구 일괄은 방형과판 1점과 반원형과판 2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견 결과 반원형과판은 각각 과판의 表版과 裏版인데다가 개별 반원형과판에서 못의 부
러진 부분은 상호 접합된다. 따라서 반원형 과판 2점은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반원형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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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통일기 교통로(정요근,2011에서 改變)와 경기지역 당식 대장식구 출토 고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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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의 表版과 裏版이 분리되어 수습된 것임을 새로이 확인하였다. 계측·명목적 속성으
로 보건대 7세기 후반경의 자료에 해당되고, 옻칠이 부가된 청동 주조 대장식구라는 점은
광주 대쌍령리 9호분 출토 당식 대장식구의 사례에 견주어 보아 이를 소유했던 피장자는
비교적 중위의 지방 관인임을 피력하였다.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에서 수습된 대장식구는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출토되는 당
식 대장식구의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리적 위치를 보건대 아산만으
로 향하는 안성천의 지류인 황구지천과 인접할 뿐만 아니라 한주로에서 당성으로 향하는
지선교통로 상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독산성에 근접한 위치는 이를 소유했던 피장자의
지역 내 역할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상으로 오산 지곶동 유물산포지3 석곽 수습 당식 대장식구를 검토하고, 현재까지 경
기지역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의 맥락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도출해 보았다. 이를 토
대로 통일기 신라 지방에서 당식 대장식구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경기지역의 발굴조사에서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될 경우 그 결과
의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음을 강조하는 측면도 내포함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자료 검토라는 특성상 전체적 맥락 속에서 개략적인 의미와 문제의식을 제기하
는 선에서 그쳤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도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
서 나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 신라 지방 한주지역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당식
대장식구의 정치·사회적 함의와 지방사회의 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데 의의를 두
고자 하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논문접수일(2019.8.26) ▶심사완료일(2019.9.24) ▶게재확정일(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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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A assessment of the Tang-style metal belts found
in settled and third area of scattered antiquities,
Jiggot-dong, Osan and study on the meaning in the
Gyeonggi region
Jung-Bum, Choi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 archeological third area of scattered antiquities, Jigot-dong, located at 320,
Jigot-dong, Osan-si, Gyeonggi-do was identified because of the ground survey by the
Museum of Sejong University in 2004-2005 and the Museum of Hanshin University in
2006. In the northwestern hills of this area, the stone chamber tomb with ornaments and the
Tang-style metal belts were discovered.
Tang-style metal belt, which was found in the stone chamber tomb, consisted
one piece of square ornament and two semi circular ornaments, all of which were made
of bronze with some lacquer remains on their surfaces. It was later confirmed that the
semicircular ornament that had been described as two pieces were not two individual pieces
but had separated from one piece into upper and lower plates. Therefore Tang-style metal
belts, which was found in Archeological third area of scattered antiquities, Jigot-dong was
re-identified as consisting of one square-shaped and one semicircular ornament
This result, considered to have taken place in the 7th century, hows that Tang-style
metal belt was owned by the mid-ranking province government officials based on the
comparisons of previous researches and related data. In addition, the status of the official
could be assumed by the location of the stone- chamber tomb. It was located on the traffic
route from Hanju-ro to Dangseong Fortress, was adjacent to Hwang-gu Jicheon stream,
which is a tributary of Anseongcheon Stream, and with Doksanseong Fortress to the north.
Therefore, the Tang-style metal belt, collected from the stone chamber tomb is considered
valuable in the study of Silla from the unification period.
The observation of the changes in Tang-style metal belt Hanju in the province
of Silla based on the above assessment and previous studies of the Gyeonggi area is
considered meaningful, because it reveals the reconstruction of the provinces and its
implications in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Keywords : Tang-style metal belts, Third area of scattered antiquities Jiggot-dong, Official
rank, Han-ju, Traffic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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