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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신라 중고기 이래로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는 관인의 신분을 드러
내는 물질자료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소유하던 사람들의 위계나 분포양상 등
에 대한 접근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왕경인 현재의 경상북도 경주 일원에
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건대 경주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의 재질은 금에서 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제 2단계인 7세기 후반~8세기 대에 출토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대장식
구가 출토되는 고분은 주로 왕경의 북쪽인 현재의 황성동·동천동·석장동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왕경 북쪽은 중·하위 관인들의 묘역에 해당되며 이는 京外埋葬
과도 부합한다. 한편 왕경외곽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지방으로 향하는 교통로 선상에 위치
한다.
왕경 주변에서 출토되는 대장식구의 재질과 묘제를 위계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자의 위계
를 함께 반영하고 있어 왕경 주변 묘역의 조성 및 계서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이는 향후 신라 지방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신라
의 중앙·지방 정치제도를 추론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당식 대장식구, 신라왕경, 위계, 경외매장, 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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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관인의 신분을 표상하는 당식 대장식구는 한반도 전역에서 고르게 출토되며 2021년 2
월 현재 612건을 상회하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는 통일신라의 지방통치와 관련한 다양
한 문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작지 않다.
이에 앞서 신라왕경인 현재의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를 통해 중앙통
치의 단면·소유자의 위계·신라 골품제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 일대의 석실분을 토대로 연구(최병현 2012; 이혜정
2013; 박진혜 2014; 황종현 2020)가 이루어진 바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왕의 연구에서 석실분 자체만으로 위계를 판별한 연구 성과에
더하여 대장식구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양상을 그려 볼 수 있다.
아울러 신라왕경에서 당식 대장식구의 출토양상과 분포 정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신라 지방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의 분포 정형과 이를 매개로 한 지방통치 양상의 상사점과 상이
점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왕경 당식 대장식구의 출토 양상과 그 의미
에 대한 검토는 통일신라기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 연구의 심화 측면
에서도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신라기 중앙
과 지방의 정치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이하에서는 신라왕경인 현재의 경상북도 경주시 일
대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의 출토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
겠으나, 경주지역에서 당식 대장식구는 생활·생산·분묘 유적 등에서 다양하게 출토되
1)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고분 출토품이며 1式 의 대장식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토
되어서 분석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주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를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Ⅱ. 출토사례 검토
2021년 2월 현재 경상북도 경주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표 1>과 같이 95건에 달
하며 전국 출토품의 15.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당식 대장식구가 주로 사용되

1) 대장식구를 세는 단위로 옷을 세는 단위인 ‘벌’을 대신하여 ‘式’을 사용하는 견해(김도영 2018: 79)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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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신라의 왕경이 경주에 위치하고 있었던 만큼 당연한 결과일 터이다. 이 중 고분 출
토품이 4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사찰·건물지·우물 등의 생
활유적 출토품이 28.4%의 점유율을 보인다. 생활유적에서는 황룡사 목탑지 심초 하부와
같은 매납의 성격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실물 등의 형태로 출토되는 터라 적
극적인 해석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반면 고분 출토품의 경우 교구·방형과 반
원형의 과판·대단장식으로 구성된 1式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출
토 정황 역시 안정적이어서 분석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분에서 출
토된 당식 대장식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표 1> 경상북도 경주 출토 당식 대장식구 비율

석실묘
(24式)

기타
(22式)
전국
(517式)

경북 경주
(95式)

분묘유적
(44式)

생산유적
(2式)
생활유적
(27式)

석곽묘
(14式)
토광묘
(6式)

경주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44式이다. 석실묘 출토품이 24式으로 가장
많으며, 대장식구의 재질은 금에서 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석곽묘 출토품은 14式이
며 청동과 철의 재질이 많은 양상을 띤다. 토광묘는 6式으로 많은 수량은 아니며, 대부분
철로 제작되었다.
주목할 점은 <표 2>에서 보듯이 대장식구의 재질과 개별 고분의 위계가 어느 정도 정
합성을 띤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석실(곽)의 랭크(Rank-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
분)와 고분군의 위계에 대한 연구(최병현 2012: 90-106)를 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2랭크
에 해당되는 충효동 10호분과 월산리 B-1호에서 각각 금제와 은제 대장식구가 출토되거
나 3랭크에 해당되는 황성동 537-2번지 6호에서 옻칠이 부가된 청동제 대장식구가 출토
됨은 이를 일러준다.
그러나 대장식구가 출토된 고분 모두가 이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석장동(성림) 5호·보문동(명활성) 1호·방내리(건천휴게소) 51호는 출토된 대장
식구의 재질에 비해 고분 규모의 랭크가 낮으며, 동천동 13-2번지 10호는 출토된 대장식
구의 재질에 비해 고분 규모의 랭크가 높다는 점에서 괴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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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피장자의 신분과 고분의 랭크가 반드시 일치하는가 하는 의문과도 직결
된다.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골품 신분이라 하여도 관직 등 현실적 지위 상승에 따라 자
신의 신분보다 상위 랭크의 고분을 축조(최병현 2012: 97-98)하는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
착장유물인 대장식구에서도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분묘유적 출토 당식 대장식구의 재질
석실묘

석곽묘

토광묘

금·은

충효동 10호
구정동 방형분
월산리B-1호(1)

금동

월산리B-1호(2)

보문동(명활성)1호 (↓)

장군로 1호
황성동 537-2 6호
석장동(성림) 5호 (↓)
석장동(성림) 13호

황성동 강변로3A 11호

청동

황성동 590(신라) 5호
황성동 590(신라) 16호
황성동 590(신라) 19호
황성동 590(신라) 31호
황성동 590(신라) 49호
석장동(성림) 20호
동천동13-2 10호 (↑)
동천동13-2 29호(1)
망성리4-B 13호
장항리 1호

황성동 575 2호
황성동 590(신라) 50호
황성동 590(경북) 6호
동천동13-2 24호
망성리4-B 6호

철동

용강동(신라) 5호
망성리4-A 5호

방내리(휴) 51호 (↓)

황성동 537-1 14호

방내리(휴) 54호
동천동13-2 29호(2)
망성리4-B 4호
광명동81-1 4호

황성동 590(신라) 92호
석장동(성림) 1호
석장동(세종) 1호
동천동13-2 25호
동천동13-2 41호
배동 881-1

황성동
황성동
황성동
황성동

청동
(옻칠)

철

537-1 16호
537-2 4호
590(신라) 58호
590(경북) 88호

다음으로 경주지역 고분군의 위계 속에서 대장식구 재질 문제를 보기로 한다. 박진혜
(2014)는 횡혈식석실의 속성을 토대로 노서동·서악동을 1랭크, 충효동을 2랭크, 보문
동·용강동을 3랭크의 상위, 황성동·동천동을 3랭크의 하위, 방내리를 4랭크의 상위,
석장동·월산리 등을 4랭크의 하위로 구분하였다. 단위고분군 내 석실의 구조를 종합적
으로 분석한 후 서열을 부여한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단위 지역이 단일 랭크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황성동에서 고분을 조성하던 집단 전체가 신라왕경 내에서 3랭크의 하위 신분을 유지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황성동고분군 내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
를 토대로 보완이 가능한데, <표 2>에서 보듯이 황성동 내에서도 석실·석곽에서 옻칠이
부가된 청동에서 철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질의 대장식구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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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보건대 황성동 집단이 신라왕경 내에서 3랭크의 하위 랭크에 해당하나, 이는 황성
동 집단 내에서의 최고 랭크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집단 내부에는 철제 대장식구를 사용
하던 3랭크 이하의 계층도 함께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환치하면 선행 연구에
서 3랭크로 매겨진 황성동은 분석대상 고분의 랭크일 뿐, 그것이 황성동 고분군을 조성
한 집단 전체의 랭크를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하여 단위 고분군 내에서 출
토된 여러 재질의 당식 대장식구를 토대로 보건대 단위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계서가 존
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천동과 석장동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병현(2012: 105-106)에 따르면
동천동은 2랭크 이하, 석장동은 3랭크 이하에 해당되며, 박진혜(2014: 101-102)에 따르면
동천동은 황성동과 같은 3랭크의 하위, 석장동은 4랭크의 하위에 해당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양 지역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의 재질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동천동에서는 최고 순
수 청동제 대장식구가, 석장동에서는 최고 옻칠이 부가된 대장식구가 출토되었다. 즉 석
장동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가 동천동 출토품에 비해 위계가 높은 편에 해당된다. 더
하여 대장식구의 재질을 랭크로 치환하여 옻칠이 부가된 청동제 대장식구는 3랭크, 순수
청동제 대장식구는 4랭크로 본다면 기왕의 연구 성과와는 괴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석장
동의 랭크가 동천동을 역전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먼저 앞서 본 황성동의 사례에서
처럼 개별 석실의 구조 연구에 의한 유구 자체의 랭크인 탓에 단위집단의 위계가 파악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동천동과 석장동의 랭
크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단위
지역 내 최고위계 석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랭크가 매겨진 만큼 출토유물을 통해 이러한
역전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따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집단 내 피장자의 현실적인 지위에 따
라 축조할 수 있는 고분의 랭크 규모는 작더라도 현실적인 지위 상승에 따라 자신의 상승
된 신분을 표출하는 유물 사이에 괴리가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
병현(2012: 98)은 충효동고분군 피장자들의 신분이 기본적으로 2랭크에 해당하나, 5·7호
분의 사례를 들어 2랭크보다 상위의 고분을 축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변동되지 않는 골품 신분이라 하여도 관직 등 현실적인 지위 상승
에 따라 자신의 신분보다 상위 랭크의 고분을 축조하게 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앞서 언급한 바처럼 석장동에서 고분을 조성하던 집단은 동천동 집단보다
상대적인 랭크는 낮으나, 현실적인 지위 상승 등의 연유로 동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재질의 대장식구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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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遼寧省 朝陽 庫延安墓의 사례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공반된 묘지명에 따르면 庫延安은 종9품인 幽營平
等州博士를 역임하였는데 이는 함께 출토된 청동제 당식 대장식구의 재질과도 부합한
다. 반면 원형 전실묘의 직경이 5.1m로 비교적 대형이라는 점에서는 실제직과 괴리가 드
러난다. 이는 묘지명에 기재된 정2품의 명예직인 上柱國에 상응하는 규모의 묘실을 조성
하였기 때문이다(崔正凡 2020a: 377). 결국 대장식구의 재질과 전실묘의 직경은 실제직과
명예직이 함께 드러났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괴리가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석장동에서 옻칠이 부가된 당식 대장식구를 소유하였던 피
장자가 동천동 집단에 비해 실제적인 랭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지
위 상승 혹은 그에 준하는 요건 등으로 인해 동천동 집단의 피장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랭크에 상응하는 당식 대장식구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표 2>에서 보듯이 보문동(명활성 북문) 1호 석곽묘와 석장동
(성림) 5호 석실묘는 최병현의 5랭크에 해당되는 유구에 해당되나, 이에서 출토된 대장
식구는 전자는 금동제, 후자는 옻칠이 부가된 청동제 대장식구로써 묘제의 랭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랭크가 높은 대장식구를 부장한 고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로 보건대 단
위집단 내에서는 서열이 낮은 고분을 축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모종의 연유로 인
하여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랭크가 높은 대장식구를 소유할 수 있었던 피장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석실 자체의 연구를 토대로 신라왕경 주변의 석실분 출토
유적의 랭크 설정은 타당하나, 그것이 단위유적 자체의 랭크를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이는 단위지역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의 재질을 통해 상호 보완이 가능
함을 일러준다. 다만 일정 규모의 고분을 축조할 수 있는 여건과 현실적인 지위 상승 등
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대장식구 재질의 랭크가 역전되는 현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신라왕경 주변 고분군과 피장자의 성격 연구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석장동과 동천동 등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된 대부분의
고분 자체는 최병현(2012: 90-97)의 랭크 구분과 출토된 대장식구의 재질이 어느 정도 정
합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예컨대 3랭크에 해당되는 황성동 537-2번지 6
호에서는 옻칠이 부가된 청동제 당식 대장식구가, 4랭크에 해당되는 황성동(신라) 590번
지 42호에서는 순수 청동제 대장식구가 출토됨은 이를 일러준다. 한편 2랭크에 해당되는
월산리 B-1호와 구정동 방형분에서 은으로 제작된 대장식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도 기
왕의 석실 랭크의 구분과 이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의 재질은 서로 정합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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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라왕경 주변 당식 대장식구 출토 고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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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신라왕경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의 분포 현황은 <그림 1>과
2)

같이 왕경 주변과 왕경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교통로 상에 주로 분포 하며, 이에 대해서
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겠다.

Ⅲ. 신라왕경 대장식구의 연대
앞 장에서의 일반적인 검토를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시간성의 측면에서 경주지역 출
토 당식 대장식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당식 대장식구는 교구와 대단장식의 제작방식,
과판의 단부 형태라는 명목적 속성과 교구의 교판, 대단장식의 ‘길이/폭’비율, ‘과판 폭/수
공 폭’이라는 계측적 속성을 토대로 3단계로 구분(崔正凡 2018: 221-225)이 가능하다. 이
를 기준으로 경주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의 연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제 1단계
제 1단계는 대장식구의 단면이 일자형이고 교구는 일체주조 혹은 조립결구의 방식으
로 제작되며 대단장식은 일체주조로 제작된다. 연대는 ‘소위 황룡사형 대장식구’를 고려
할 때 6c 중엽~7c 초를 전후한 시점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 해당되는 자료는 황성동590(신라) 19호 석실묘 출토품이 유일하여서 향후 자
료의 증대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출토 사례가 1式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한계를 내포

<그림 2> 제 1단계 당식 대장식구 출토 고분 (경주 황성동 590번지(신라) 19호 석실묘)

2) <도면 1>에서 신라 왕경의 범위는 여러 연구자의 견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황인호(2016)와 이상준(2019)의 복원안을 참고
하였으며, 교통로는 정요근(2011)의 간선교통로망을 반영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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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보문동 수습품 과 황룡사 목탑지 심초 하부의 공헌품 등을
염두에 둔다면 이미 신라왕경 내에 제 1단계의 당식 대장식구가 일부 확산되었던 것으로
봄에는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재질이 대부분 청동제이며 동시기 역심엽형 대장식
구가 주로 사용(李漢祥 1996)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제 1단계 당식 대장식구의 수량이 비
교적 많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황성동590(신라) 19호에서는 청동 재질에 주조로 제작된 과판 1점이 출토되었으며, 유
개완·호 등의 토기가 공반되었다. 출토 토기의 연대에서도 약간의 시차가 있는 터라,
공반 토기류가 대장식구와 동시기에 부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추가장 등의 연유
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 2단계

용강동(신) 5호 석실(철동)

황성동575 2호 석곽(청동)

장군로 1호 석실(청동+옻칠)

석장동(성림) 5호 석실(청동+옻칠)

배동 881-1 석곽(철)

<그림 3> 제 2단계 당식 대장식구 출토 고분

3) 『朝鮮古蹟圖譜』 三卷에 수록된 자료로써 원형과판이 교침에 결구된 교구와 대단장식, 방형과판(朝鮮總督府 1916: 3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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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단계는 대장식구의 단면이 둔각이고, ‘과판 폭/수공 폭’의 비율이 대체로 5.0 미만
에 해당된다. 교구는 권상제작으로 제작되며 대단장식은 일체주조로 제작되다 어느 시
4)

점부터 표판과 이판을 조립하여 결구하는 방식으로 변화 한다. 연대는 7세기 중엽 경에
서 8세기 후반 경에 해당된다.
이 단계는 석실·석곽·토광묘에서 다양한 재질의 대장식구가 출토되었으며 그 수량
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충효동 10호에서는 금제, 구정동 방형분에서는 은제, 월산리
B-1호 에서는 은과 금동제 대장식구의 교구가 출토되어서 상대적으로 상위의 계층이 사
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장 많이 출토되는 대장식구의 재질은 청동제인데,
이 단계에는 청동 재질의 겉면에 옻칠을 부가하여 가시적 차별성을 둔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 철과 동을 혼용하거나 철로 제작된 대장식구 등 다양한 재질이 폭넓게 출토되
고 있는데, 대체로 석실묘에서 출토되는 자료가 많다. 다만 같은 석실묘라 하더라도 개
별 고분의 구조와 면적 등에서 피장자의 위계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에서 출토되는 대장
식구의 재질 역시 상응하고 있다. 예컨대 <그림 3>에서 보듯이 같은 석실묘라 하더라도
옻칠이 부가된 청동제 대장식구가 출토된 장군로 1호와 철동제 대장식구가 출토된 용강
동(신) 5호의 규모와 축조형태의 차이는 이를 일러준다.

3. 제 3단계
제 3단계는 대장식구의 단면이 직각이고, ‘과판 폭/수공 폭’의 비율이 대체로 5.0 이상
에 해당되어 수공이 퇴화되는 양상을 띤다. 아울러 교구의 교판과 대단장식의 평면이 세
장방형의 형태를 띠는 변화를 보인다. 연대는 9세기 전반 이후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 이르러 신라왕경 내에서 출토되는 고분의 수량은 제 2단계에 비해 그 사례가
급감하며, 석곽묘와 토광묘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
어 철제 대장식구의 출토 비율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터라 신라 하대 왕경 일대의 사회
상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이와 같은 대단장식의 제작방식의 변화에 따라 2-1기와 2-2기로 세분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명확한 분기의 시점을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중인 傳 경주 출토품을 통해 2단계의 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숭실대박물관 소장 IB 0552는 단부 둔각의 오각형과판과 조립결구로 제작된 대단장식의 표면에 ‘점열+운문+사자’가 타출
되었다. 한편 IB 2689는 일체주조로 제작된 대단장식과 방형과판의 표면에 ‘운문+鳥’ 문양이 타출되어 있다(崔正凡 2020b:
1027-1031). 인화문토기에서 운문과 鳥文樣의 등장시점(高正龍 2000; 李東憲 2005)을 염두에 둔다면 7세기 후반 무렵에는
대단장식의 일체주조와 조립결구 제작방식이 혼용되다가 점차 조립결구의 형태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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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13-2 29호 석실(청동)

석장동(세종) 석실(철)

<그림 4> 제 3단계 당식 대장식구 출토 고분

이상과 같은 당식 대장식구의 연대를 토대로 대장식구의 재질과 그것이 출토된 묘제를
반영하여 나열해 보면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제 1단계 고분에서 출토된 사례는
현재로서는 1式으로 희소하기에 뚜렷한 논지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다만 소
위 황룡사형 대장식구로 명명되는 제 1단계의 당식 대장식구가 신라의 지방에 확산되는
만큼 향후 발굴조사 자료의 증대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 단계에는 황성동·동천동 등지에서 역심엽형 대장식구가 출토되고 있으며
재질은 금동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계에 해당된다. 이로 미루어 당식 대장식구가 등
장하였더라도 신라 내에서 이미 역심엽형 대장식구가 주로 사용되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 내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주 청리고분군과 달성 성하리고분군 에서는 단위지역 고분군 내에서
많은 수량의 대장식구가 출토된 바 있어서 크게 참고된다. 특히 6세기 후반의 자료에 국
한하여 볼 때, 단위지역 고분군 내에서 역심엽형 대장식구와 당식 대장식구가 공존하는
양상으로 보아 왕경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단계에 이르러 신라왕경 주변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의 수량은 크게 증대될
뿐만 아니라 대장식구의 재질도 금에서 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김춘추의 당
服制 도입으로 649년 신라의 의관이 중국화되는 기록은 당식 대장식구가 신라왕경 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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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라왕경 주변 고분 출토 당식 대장식구의 연대
제 1단계

제 2-1단계

제 2-2단계

충효동 10호

금, 은

제 3단계

월산리 B-1호
구정동 방형분
월산리 B-1호

금동

보문동(명활성) 1호
황성동 537-2 6호

청동
(옻칠)

장군로 1호
석장동(성) 5호

황성동 강변로3A 11호

석장동(성) 13호
황성동590(신) 19호

황성동590(신) 5호
석장동(성) 20호

황성동590(신) 16호
황성동590(신) 31호

동천동13-2 29호

황성동590(신) 49호
동천동13-2 10호
망성리 4-B 13호

청동

장항리 1호

장항리 1호

황성동575 2호

망성리 4-B 6호

황성동590(신) 50호
황성동590(경) 6호
동천동13-2 24호
용강동(신) 5호
망성리 4-A 5호

철동

방내리(휴) 51호
망성리 4-B 4호

황성동 537-1 14호
방내리(휴) 54호
광명동 81-1 4호

배동 881-1

철

석장동(성) 1호

<범 례>
석실묘
석곽묘
토광묘

동천동13-2 29호
황성동590(신) 92호
석장동(세) 1호
동천동13-2 25호
동천동13-2 41호

황성동 537-2 4호
황성동 537-1 16호
황성동 590(신) 58호
황성동 590(경) 88호

한편 <표 3>을 통해 보듯이 대장식구의 재질과 그것이 출토되는 고분의 위계는 어느 정
도 정합성을 띠고 있다. 다만 같은 청동제 대장식구의 경우 석실묘와 석곽묘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동제 대장식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계층의 폭이 넓었음을 짐작
케 한다. 아울러 철동제 혹은 철제 대장식구가 석실묘와 석곽묘에서 출토되는 양상도 궤
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제 2단계의 당식 대장식구는 이를 소유하던 인물의 위계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가 통일신라기의 절정이었던 만큼 소유자의
계서는 물론 대장식구가 부장된 고분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에 매우 용이한 측면이 있
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겠다.
제 3단계에 이르러 대장식구의 출토 양상은 전 단계에 비해 급감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철제 대장식구가 토광묘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증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하대의 혼란상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화장으로 인한 고분축조의 급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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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 풍조의 확산 등의 연유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소유자의 위계와 분포 정형
1. 당식 대장식구 소유자의 위계
당식 대장식구의 위계 문제는 재질과 결부되는 터라 흥덕왕의 복식 규제에 대한 기사
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굳이 재론하지는 않겠지만 골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장식구 재질 등의 규제를 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통일기 문란해진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흥덕왕 9년(834)의 개혁
결과이다. 이를 환치하면 흥덕왕의 개혁이 추구했던 법도, 특히 복식 규제에 언급되는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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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은 곧 통일 직후 골품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던 대장식구의 재질로 환치하는
데 무리는 없다.
그러나 관등에 대응되는 대장식구의 재질과 실제 고고자료와의 정합성을 대조하기에
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요컨대 흥덕왕의 규제에 언급된 銅과 실제 출토되는 고고
자료의 경우 철과 동의 혼용, 순수 청동, 옻칠을 부가하거나 금·은제 못을 별도로 제작
하여 결구하는 대장식구의 사례들은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그 실체를 명확하게 설명하
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동의 실제 사용계층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대쌍령리 9호 석곽묘 출토 당식 대장식구와 공반유물이 크게 참고
된다. 청동과 철이 혼용된 대장식구와 공반된 청동방울에 음각된 ‘南漢山助舍’명문은 ‘南
漢山(지명)/助(관직)/舍(관등)’으로써 관직인 助는 外官 都督의 예하인 州助, 관등 舍는 舍
知로 추론 가능하다. 즉 청동방울의 명문은 ‘南漢山州 소속의 州助인 13관등 舍知’로 해
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崔正凡 2018: 234-235). 『三國史記』 職官志에서 州助는 11관등인
奈麻부터 역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청동방울의 명문으로 보건대 州助
직을 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관등이 조정되었으나 職官志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광주 대쌍령리 9호분의 공반 유물과 당식 대장식구를 염두에 두고 볼 때 13~12관등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착용하는 대장식구의 재질은 청동과 철을 혼용하여 제작된 것일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흥덕왕의 服飾禁制 기사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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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품은 鍮 재질의 대장식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 4> 신라 관등·골품과 대장식구 사용 재질

점에서 4두품과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5두품의
상한 관등인 10관등 大奈麻와 11관등 奈麻 역시

官 等
1

철과 동을 혼용한 대장식구를 사용할 수 있는

2

관등으로 포함 시켜도 좋을 것이다.

3
4

한편 청동제 대장식구의 경우 이상의 사례와

5

같이 검증 가능한 공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6

명확한 관등과의 대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다만 신라왕경 일대의 출토 사례에
견주어 보면 황성동·동천동·석장동 등지에

7
8
9
10

伊伐湌

大阿湌
阿湌

一吉湌
沙湌

級伐湌
大奈麻

大舍

13

舍知

14

吉士

과판에 옻칠을 한 경우, 장군로 1호분 출토품과

15

大烏

같이 과판의 表版과 裏版을 결구할 때 금·은과

16

小烏

같은 별도의 재질로 못을 제작하여 결구하는 사
례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즉 같은 청동 재
질에 주조로 대장식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고 하더라도 외형적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
다. 이는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阿湌·大奈麻·

帶
裝
飾
具
材
質

4頭品

迊湌

奈麻

17

5頭品

波珍湌

12

만 아니라 황성동 537-2 6호 출토품 등과 같이

6頭品

伊湌

11

서 확인되는 순수 청동만으로 주조되는 사례뿐

新羅 骨品
眞骨

造位
金·銀

○

金·銀銅

○

烏犀

△

○

鍮

○

○

鐵

○

○

○

銅

○

○

○

奈麻의 관등에 중위제가 적용되어 세분되는데,

紫·緋·靑·黃의 4복색으로는 관등의 가시적 구분에 한계가 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착
장기물인 대장식구의 재질 차이와 같은 가시적 효과를 토대로 중위제가 적용된 관등을
세분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도 볼 수 있다.
이를 환치하면 실제로 철과 동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의 폭이 상당히 넓었을 뿐만 아니
라, 대장식구 재질의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청동제 대장식구를 사용하더라도 가시
적 효과를 통한 상대적 위계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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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상의 논지를 적용한다고 할 때 기왕의 흥덕왕의 服飾禁制 기사에서 5두품은 철
만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기록과 상충한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기록 자체를 그대로 받
아들인다면 낮은 두품인 4두품보다 재질의 사용 폭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대장식구 재
질의 상대서열을 고려해 본다면 쉽사리 납득되기 어려운 측면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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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三國史記』卷 第三十三 志 第二 色服의 腰帶와 靴帶 규정
眞骨大等

六頭品

五頭品

四頭品

腰帶

禁 / 硏文白玉

只用 / 烏犀鍮鐵銅

只用 / 鐵

只用 / 鐵銅

靴帶

禁 / 隱文白玉

用 / 烏犀鍮鐵銅

只用 / 鍮鐵銅

只用 / 鐵銅

이는 각 두품의 규정기사에서 대장식구에 후속되어 서술되는 靴帶의 규정과 비교를 통
해 보완될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 진골대등과 6두품, 4두품은 腰帶와 靴帶의 재질 차
이가 없다. 그러나 5두품의 경우 腰帶는 철만 쓸 수 있다고 한 반면, 靴帶는 유철동을 사
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대장식구의 재질을 염두에
두고 볼 때 腰帶의 규정에서 5두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帶의 착용 위치가 허리와 발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굳이 5두품에게만 재질의
규정을 다르게 준 것으로 보기에는 어색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신라왕경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에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이
는 <표 6>과 같은 중앙관직과 결부지어 볼 수 있는데, 11등급 奈麻에서 13등급 舍知가 역
임할 수 있는 중앙관직의 大舍는 광주 대쌍령리와 마찬가지로 철동제 대장식구를 사용
할 수 있었던 관직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侍郞·卿
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들은 청동제 대장식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侍郞·
卿의 관등은 6~11등급으로 그 폭이 넓은
편이다. 신라 조정 내에 다수의 관청이 존

<표 6> 신라 관등과 중앙관직

재하였으며, 개별 관청 내에 다수의 侍
郞·卿이 존재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청동

1

제 대장식구를 사용하던 인물들이 다수였

2

음을 짐작케 한다.

3
4

그래서 <표 3>과 같이 청동제 대장식구

5

의 출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6

볼 수밖에 없다. 더하여 신라 중앙에서 侍

7
8

郞·卿을 역임할 수 있었던 관등은 지방

9

에서 州助를 역임할 수 있었던 관등과 일

10

伊伐湌
伊湌

迊湌

波珍湌
大阿湌
阿湌

一吉湌
沙湌

級伐湌
大奈麻

11

奈麻

12

大舍

13

舍知

14

吉士

15

大烏

관등 大奈麻와 11관등 奈麻는 철동제 대

16

小烏

장식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7

造位

치한다. 앞서 언급한 광주 대쌍령리의 사
례를 염두에 둔다면 5두품의 상한 관등이
자 侍郞·卿이 될 수 있는 하위 관등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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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 官職
中侍令

侍郞·卿

大舍

舍知

史

한편 四重阿湌의 중위제를 고려한다면 侍郞·卿의 최상위는 옻칠이 부가된 청동제 당식
대장식구를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侍郞·卿의 사례를 놓고 보건대 청동제 대장식구를 사용하던 관직이라고 하더

라도 상대적인 계서는 존재하였으며, 신라중대 이후 阿湌·大奈麻·奈麻의 관등에 적용

되는 중위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고고자료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청동제 대장식구가 출토된 고분이라고 하더라도 석실
묘와 석곽묘라는 묘제의 차이, 같은 청동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옻칠의 유무 등을 통해
상대적인 계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황성동·석장동·동천동 일대에 고분을 조성하던 집단, 구체적으로
는 당식 대장식구를 소유한 채 매장된 피장자는 신라 중앙의 중하급 관인으로 볼 수 있
지 않을까 한다. 더하여 옻칠이 부가된 대장식구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서열의 관직
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中侍令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사용하
였던 대장식구를 어떤 자료와 대응할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에 장군로 1호와 월산리 B-1호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고분의 구조면에서도 비교적
대형급에 해당된다. 장군로 1호 대장식구는 청동 재질에 옻칠이 부가됨과 더불어 별도
로 제작된 금제 못을 통해 과판을 결구하였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계서의 인물이 사용
했음을 짐작케 한다. 월산리 B-1호에서는 금동제와 은제 교구가 각각 출토된 점으로 미
루어 보아도 그러하다. 결국 신라왕경 일대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의 재질 자체를
통해 그것을 소유한 채 매장되었던 피장자의 위계를 짐작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장식구가 출토된 유구의 위계와도 일정부
분 부합한다.
다만 Ⅱ장의 후반부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실적인 지위 상승 등의 변수로 인해 보문동
(명활성) 1호의 사례와 같이 대장식구의 재질과 고분의 규모가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피장자의 위계를 대장식구라는 유물, 혹은 고분 형태라는 유구의 개별
속성으로만 판별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피장자의 위계를 판별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을 덧붙여 둔다.

2. 신라왕경 내 당식 대장식구의 분포 정형
신라왕경 주변에서 당식 대장식구를 소유하던 피장자는 중앙관직에 속한 관인의 신분
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된 고분의 위치와 신라왕경과의 유의미
한 관계를 찾아보기로 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된 고분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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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의 주변과 왕경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교통로의 선상에 위치함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왕경과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당식 대장식구는 황성동·석장동·동천동·망성
리 등의 단위고분군 내 개별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고분군들은 모두 왕경이 조망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위치(황종현 2020: 177)함을 고려한다면 신라왕경 내에서 활동하
던 인물들의 사후 매장지였음을 유추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동시기 中國
唐의 수도인 長安城과 그 주변에 분포하는 고분군과의 연관성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程義(2012: 269-274)는 이를 長安城 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주요 교통로 선상과 가
까운 곳·묘지는 지대가 높고 건조한 곳·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東郊에는 황족이
나 귀족, 西郊에는 서민의 묘장이 집중됨을 지적하였다. 한편 妹尾達彦(2019)은 성 내의
거주지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흙이 두텁고 지하수가 깊어 묘장의 조성이 편리한
곳·지세가 相墓術(묘지 점)에 적합한 곳이 묘역의 適地로 보았다.
程義와 妹尾達彦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신라왕경 인근에서 당식 대장식구가 출
토된 고분은 <그림 5>에서 보듯 왕경 내 거주지와 교통로 선상과 가까운 곳에 조성되었

<그림 5> 당식 대장식구 출토 정형1-신라왕경과 京外埋葬
(유적의 번호는 <그림 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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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하여 長安城 東郊와 西郊로 피장자의 계서
가 나누어진다는 지적은 신라왕경의 서쪽에 위치한 서악동·충효동고분군, 이보다 위계
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왕경 북쪽의 황성동·동천동고분군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충효동고분군의 석실 구조가 상대적으로 상위 랭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금
제 대장식구가 출토된 점, 황성동고분군의 석실 랭크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청
동·철제의 대장식구가 다수 출토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중고기에 이르러 왕과 귀
족들의 무덤이 왕경 바깥의 선도산 일대로 이동(장기명 2020: 138)하는 점과 황성동 일대
가 원삼국기 이래로 지속적으로 고분이 조성됨을 염두에 둔다면 왕경 외곽으로 단위 집
단의 신분에 따라 고분군이 조성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적어도 신라왕경과 인접한 외곽지역인 충효동·석장
동·황성동·동천동고분군은 신라왕경 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고분군으로 보아도 문
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이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왕경 내에서 관직을 역
임한 인물들이 사망한 후, 그들이 속한 집단이 누세대적으로 조성한 고분군 내에 매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라고분에서는 중국에서처럼 피장자의 가계와 거주지, 관직
등을 알려주는 묘지명이 출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식 대장식구를 소유했던 피장자
의 관직을 가늠하는 선에서 그칠 뿐, 그들의 신라왕경 내 거주지 등과 같은 정보를 알 수
는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식 대장식구를 토대로 추론한 피장자의 관직, 唐
代 長安城과 고분군의 관계와 같이 신라왕경과 주변 고분군의 관계로 미루어 보건대 신
라왕경에서도 京外埋葬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고대 도성과는 운영 조건이 달랐던 신라 왕경에서 京外埋葬 관념을 일률적으로
따랐을 것이라 보지 않는(장기명 2020: 132) 회의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다만 통일신라와 당의 인적·물적 교류의 양이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경의 서쪽과 북
쪽으로 인접하여 중고기 이후의 고분군이 밀집되는 사례로 본다면 京外埋葬의 원리가 반
영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에도 주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황성동
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 원삼국기 이래로 꾸준히 고분군이 조성되고 있었다. 덧붙여 황성
동에 거주하던 집단에서는 신식 수막새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견해(鄭升
復 2019: 79)를 참고할 때, 황성동 일대는 통일신라기에 왕경에 편입된 지역으로 보기보다
는 왕경 내 관인 혹은 거주민들의 京外埋葬地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신라왕경의 京外埋葬地가 충효동·석장동·황성동·동천동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면 충효동은 진골귀족, 석장동·황성동·동천동은 6두품 이하의 관인들의 매장지로
비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특히 황성동과 동천동은 이에서 출토된 당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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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구의 다양한 재질로 미루어 이 일대에서 고분군을 조성할 수 있었던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계서의 인물들이 존재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적인 신분인 관등에
더하여 신라의 골품제가 혈연에 기반을 두었던 만큼, 단위지역 고분군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의 소속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라왕경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교통로(정요근 2011: 153)와의 관련성을 지적
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자료로 왕경서로상의 광명동 81-1번지·방내리(건천휴게소
부지), 왕경남로상의 망성리·월산리, 왕경동로상의 보문동(명활성)·장항리 331-2번지
출토품을 들 수 있다.

<그림 6> 당식 대장식구 출토 정형2-간선교통로(정요근 2011)와 6畿停
(유적의 번호는 <그림 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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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된 고분의 위치가 통일신라기 간선교통로와 어느 정도 정합성을
띠는(崔正凡 2018: 244) 점에서 본다면 신라왕경과 지방에서의 출토양상이 공통된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라 왕경의 주변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림 6>과 같이
왕경을 방어하던 6畿停과의 관련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6畿停의 설치시
기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경덕왕 16년(757) 기존에 왕경을 방어하던 주변지역에 대한 대
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한준수 2012: 215-221). 더욱이 6畿停이 교통로상의 주요 지
5)

점에 위치(정요근 2011: 155)했음을 고려한다면 방내리(건천휴게소)·월산리 등 에서 출
토된 당식 대장식구를 소유할 수 있었던 피장자는 왕경을 방위하는 6畿停에 속한 군정관
인으로 볼 수 있다.
6畿停에 배속된 武官職의 실체는 왕경에 주둔하였던 大幢과 연관되었던 것으로 짐작
되며, 『三國史記』 職官志의 武官條를 참고하면 <표 7>과 같은 군정관인의 존재를 그려 볼
수 있다. 예컨대 간선교통로상의 고분에서 출토된 대장식구가 왕경을 방어하던 6畿停에
예속된 군정관인이라면 은·금동제 대장식구를 부장한 월산리 B-1호의 피장자는 南畿
停의 諸軍官임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이는 대장식구가 출토된 고분의
위치와 6畿停의 위치비정을
고려한 추론이기에 향후 다양

<표 7> 신라 官等과 大幢 6停 武官職

한 고고자료를 통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
여 둔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라왕경
주변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
식구의 분포 정형은 신라왕경
내 거주민들의 京外埋葬과 6

官 等
1
2
3
4
5
6
7
8
9

伊伐湌

弟監

監舍知

少監·火尺

大阿湌
阿湌

一吉湌
沙湌

級伐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신라왕

奈麻

12

大舍

13

舍知

14

吉士

15

大烏

16

小烏

17

造位

지명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隊大監

波珍湌

11

가능성이다. 중국에서처럼 묘

大官大監

伊湌

10

京外埋葬된 중앙관인의 존재

諸軍官

迊湌

畿停에 배속된 군정관인으로
경의 북쪽과 서쪽에 인접하여

大幢 6停 武官職

大奈麻

5) 다만 은제 대장식구가 출토된 구정동방형분의 경우 평지에 단독으로 존재하며 12지신상이 배치된 점으로 미루어 왕족의 능으로 봄
이 낫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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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경 내 거주구역이나 구체적인 신라왕실 내 직제에 대한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당식 대장식구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중앙과의 관련성을 상
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더하여 혈연에 기반을 둔 신라 특유의 골품제와 결부되어 단
위지역 내에 특정집단이 누세대적으로 왕경이 조망되는 지역에 고분군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라왕경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간선교통로 상에서 왕경을 방위하는 6畿停에 배
속된 군정관인의 존재 가능성이다. 이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교통로에 인접하여
조망되는 지역에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대장식구의 재질 역시 전자의 사례
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질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각 畿停에서 왕경을 방어하던
군정관인의 존재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김춘추가 당의 관복을 도입한 649년부터 신라가 멸망하는 935년까지의 기간을 생
각해보면 엄청난 인원의 관인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의 수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맹점이 지적된다. 이를 환치하면 앞
서 상정했던 규정과 현재 출토되는 대장식구 수량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도굴로 인한 유물의 유실, 피장자가 생시에 사용하였던 대장식구를 매
장 시에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율령의 규정을 실제로는 준수하지 않는 현실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상정(권오영 2007: 81)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백제 사비기 관인의 숫
자에 비해 실제로 부여 일대에서 출토되는 관식, 대장식구의 수가 적은 점을 근거로 매
장당시의 관인이 관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山本孝文 2006: 153-154) 비교
적 적은 수라도 관식과 대장식구가 출토된 고분의 피장자는 관복을 입고 매장되었다는
논리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유래하였으며 관인이 사망할 경우 관복은 국가에 반납·세
습·폐기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
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권오영 2007: 82)를 염두에 두고 치밀한 분석을 진행시켜 나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Ⅴ. 맺음말
신라왕경인 현재의 경상북도 경주 일원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전국 출토 수량의
15.5%를 차지한다. 특히 신라왕경 주변 출토품이라는 점에서 신라 중앙에서 당식 대장식
구의 분포 정형을 파악함은 물론, 지방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에 대한 역사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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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석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신라왕경 주변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의 재질은 금에서 철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장식구가 출토되는 묘제와의 비교를 통해 이를 소유하였던 피장자의 위
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이를 토대로 신라왕경에서 출토된 고분의 묘제와 당식 대장
식구의 재질, 이를 소유할 수 있었던 피장자의 위계는 고분 축조의 여건과 현실적인 지
위 상승 등의 변수로 약간의 대차는 있으나, 대체로 정합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장식구의 재질에 따른 상대적 위계는 신라의 관등·골품과도 부합한다. 예컨
대 같은 청동 재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등의 중위제와 연관되어 옻칠이 부가되거
나, 철과 청동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세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왕경 주변에서 당식 대장식구의 분포 정형은 먼저 왕경 외곽의 서쪽과 북쪽으로
거주민들의 京外埋葬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혈연에 기반을 둔 신라의 골품
제라는 특수성은 단위집단이 일정 지역에 누세대적으로 군집을 이루며 고분군을 조성하
였다. 다음으로 왕경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간선교통로 상의 분포 양상을 토대로 왕경을
방어하는 6畿停에 배속된 군정관인일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당식 대장식구가 출토되는
고분군이 교통로에 인접하여 이를 조망하는 위치에 조성되었음은 이를 방증한다.
이상과 같이 신라의 수도인 왕경 주변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의 사례를 집성하
여 집중 검토한 후 나름의 역사고고학적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통일신라기 한반도 전
역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를 이해하고 사회복원을 시도하기 위에서는 그것이 주
로 사용되었던 신라왕경 주변에서의 분포 정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환치하면 향후 신라 지방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와 이를 통
해 본 통일신라의 정치사회상을 신라왕경과 비교하여 상사성과 상이성을 추출할 수 있
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더하여 당식 대장식구가 통일신라기 정치·문화상을 복원하
는 데 중요한 고고자료라는 점을 부각하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두며, 이
를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20.12.30.) ▶심사완료일(2021.02.18.) ▶게재확정일(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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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tribution Regularity of Tang style metal
Belt Excavated around the Royal capital of Silla
Jung-Bum, Choi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No one denies the idea that the Tang-style metal belts which have been unearthed
mainly from the tombs that date back to the middle ancient period of Silla are artifacts
that indicate the identity of government officials. However, erstwhile research has yet
to reach its conclusion as to the hierarchy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those who owned
them. In light of this, the Tang-style metal belts which were discovered in Gy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which used to be the royal capital of Silla—need to be closely
examined.
Judging from the currently available data, the materials of the belt ornaments which
have been uncovered in Gyeongju range varyingly from gold to iron, and the excavated
artifacts are concentrated between the late 7th century and the 8th century, which constitutes
the second phase. Furthermore, the tombs from which the belt ornaments have been found
en masse are concentr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ity, including Hwangseong-dong,
Dongcheon-dong, and Seokjang-dong. Based on this fact, the northern part of the royal
capital was a cemetery for middle or lower-ranked government officials, which is also in
accordance with the supposed rule of ‘burial outside the capital(京外埋葬)’ Meanwhile, the
artifacts found outside the royal capital mostly lie on the roads heading to regions.
The study has examined the materials of the belt ornaments found around the royal
capital and the burial practices gleaned from them. As the ornaments reflect their owners'
ranks in the social hierarchy, they are quite significant in that they allow us to re-imagine
the cemeteries around the royal capital according to their hierarchical ranks. This can serve
as a standard in inferring the central and local political systems of Unified Silla through
future comparative studies on the various regions of Silla.
Keywords : Tang-style metal belt, Royal capital of Silla, hierarchy, Burial outside the capital,
Traffic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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