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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에서 발견된 동경은 단순 공양품으로 여겨져 동경 연구에서도 크게 관심 받지 못했다. 그리고 탑 내 봉안 동경 연

구는 오월국 탑에서 발견된 선각불상문경에 집중되어 있어, 탑 내 봉안 동경에 대한 전반적 특징을 알기 어려웠다. 그렇

기에 본고는 오대~송대 시기 많은 탑들에서 발견된 동경이 목적을 갖고 봉안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봉안 위치와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오대 오월국시기에 탑 내 동경을 봉안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동경은 단순한 공양품이 아닌 목적을 갖고 불교와 관련

된 도상이나 명문이 새겨져 있는 봉안품이었다. 이는 동경의 사용 목적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송대까지 영향을 

끼친다.

송대는 오월국의 영향이 꾸준히 이어지면서도 송대 문화와 사회 분위기로 인해 동경 봉안 양상도 변화한다. 봉안된 

동경의 종류는 소문경이 다수를 차지하며, 당대 동경도 꾸준히 사용되었다. 소문경은 오월국의 영향으로 선각불상문과 

같은 도상과 명문을 새기기 용이했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당대 동경은 송대 방고동기에 대한 관심과 황제의 영

향으로 인해 귀하게 여겨져 탑을 조성할 때 당경을 공양품으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대~송대 탑 내 동경 봉안은 그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다. 당대 지궁 바닥이나 철함 내 놓아두던 동경은 의도적으로 

벽에 붙이거나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 이 방식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벽이나 천장에 감입하는 방식(감입경: 嵌入鏡)

과 천장에 매달아 놓는 방식(현경: 懸鏡)으로 분류했다. 천장에 매달아 놓는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하북 정지사탑(靜志

寺塔)이 있으며, 천장에 감입한 예로는 하남(河南) 복승사탑(福勝寺塔)이 있다. 이렇게 동경을 천장에 매달고 감입하는 

방식은 중국 묘실과의 관련성이 높다. 송대 묘실은 넓고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벽사용 동경을 이용해 묘실을 지키고자 

했다. 그렇기에 높은 곳에 동경을 두어 묘실을 비추게 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탑 역시 지

궁이 넓고 높아짐에 따라 지궁의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내부를 밝게 비추고자 했다. 따라서 오대~송대 탑 내 동경 봉안 

방식은 당시 묘실에 동경을 봉안하던 방식을 차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섬서(陝西) 묘각사탑(妙覺寺塔)과 같이 적

극적으로 설계 때부터 감입을 고려하여 동경을 놓을 자리를 마련해 놓은 예도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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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국 탑 내 봉안 동경은 당대 단순 공양품이었던 

것이 오대 오월국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송

대에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용되었다. 동경이 탑 내 

봉안된 것에 대해 탑 지궁 발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동경이 다수 발굴됨에 따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에 대한 연구는 아직 기초단계로 대부분 연구는 동경

에 새겨진 도상(圖像)이나 경형(鏡形)이 특이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 그리고 최근 탑 내 동경의 봉안 

위치와 목적에 대해 경전 내용이나 불교문화와 관련하

여 분석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2 본 연구는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중국 탑 내 동경을 봉안한 위치와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것에 연구의 출발점을 두었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해 오대~송대 동경 봉안 방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당시 묘실에 매납한 동경 봉안 방식

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오대~송대 동경이 봉안된 탑을 정리하고, 

탑에서 출토된 동경 종류와 그 동경들의 봉안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동경이 적극적으로 탑 내 봉안

되기 시작한 오대 오월국을 기점으로 북송, 남송으로 

이어지는 동경 봉안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대 오

월국 전홍숙(錢弘俶) 통치기에는 동경의 경면이나 테

두리 등 여백 부분에 발원내용이나 불교와 관련된 도

상을 선각으로 표현했으며, 다수의 동경을 지궁이나 

천궁에 봉안했다. 이러한 경향은 송대 초기까지 이어

지지만, 송 문화의 영향으로 탑 내 봉안 동경의 종류가 

변화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오월국과 북송, 남송

대 탑에서 발견된 동경을 중심으로 각 시기별 탑 내 봉

안된 동경의 종류와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송대에는 동경을 봉안하는 위치에 있어 이전과 다

른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벽이나 천장에 붙이거나 감입하는 방식(감입경: 

嵌入鏡)과 매달아 놓는 방식(현경: 懸鏡)으로 기존에 바

닥이나 함에 넣어두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송대 하북(河北) 정지사탑(靜志寺塔)과 섬서(陝西) 

묘각사탑(妙覺寺塔) 봉안 동경이 있으며, 이 외 사례들

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탑 내 봉안 동경 봉안 

위치와 방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송대 

묘실 동경 봉안 방식과 비교하여 동경 봉안에 대한 특

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초기 탑 내 동경을 봉

안하는 것은 공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오대 오

월국을 기점으로 동경은 공양자들의 발원을 담은 도구

이자, 탑 내를 보호하는 도구로써 기능이 추가된 것으

로 파악되기에 이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오대~송대 탑 조성 양상

중국은 긴 역사 속에 많은 탑들이 건립되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하다. 특히 당대에는 경제적, 문화적 발전

과 왕실 후원에 힘입어 큰 사찰에서 탑을 지었고, 그 규

모도 상당했다. 그리고 당대 탑 영향이 이어진 오대 오

월국은 전홍숙을 중심으로 불교숭상정책을 펼치며 많은 

탑을 세우고, 그 공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 이

1 楊松濤, 2017, 「黄岩靈石寺塔線刻銅鏡」, 『東方博物』70 ; 王牧, 2007年 5期, 「中國境内所出的線刻銅鏡及相關問題(上)」, 『收藏家』 ; 王牧, 2007年 6期, 「中

國境内所出的線刻銅鏡及相關問題(下)」, 『收藏家』 ; 王牧, 2018年 6期, 「五代吳越國的銅鏡類型及紋飾特点(上)-兼儀五代時期的銅鏡及相關問題」, 『收藏家』 

; 王牧, 2018年 7期, 「五代吳越國的銅鏡類型及紋飾特点(下)-兼儀五代時期的銅鏡及相關問題」, 『收藏家』 ; 清格勒, 1998, 「遼慶州白塔塔身嵌飾的两件紀

年銘文銅鏡」, 『文物』 ; 胡嘉麟, 2013年 1期, 「两心同長存 佛光照乾坤—Lloyd Cotsen先生捐贈的遼代蓮花人物鏡之考古學研究」, 『上海文博』 ; Guolong 

Lai, 2011, 「Liao-Dynasty Buddhist Votive Mirror in the Cotsen Collection」, 『The Lloyd Cotsen Study Collection of Chinese BronzeMirrors』

(Volume II: Studies)(Cotsen Occasional Press and UCLA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Press Los Angeles)

2 李彦平, 2019年 1期, 「佛塔出土銅鏡及其来源」, 『法音』 ; 李彦平·冉曉旭, 2019年 2期, 「佛塔地宫出土銅鏡的空間布局研究—以陕西白水妙覺寺地宫銅鏡

爲個案之考察」, 『藝術設計研究』 ; 李松蘭, 2010, 「高麗時代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舍利具의 銅鏡 埋納의 樣相」, 『博物館紀要』, 단국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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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 송대 탑 조성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송

대에도 황제가 숭불정책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

고, 당대 사리신앙이 꾸준히 이어져 오는 상황 등이 탑 

조성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송대 민간시장 경제가 성장

하게 함에 따라 개인 발원의 사리신앙이 더욱 성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 결과, 송대에는 각지에 사리탑

(舍利塔)이라 불리는 탑들이 조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송대에는 사회적으로 불교가 성행하는 분위기였

고, 당대 이후 이어져 온 신앙 형태를 토대로 거대한 탑

들의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 탑들은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開封)을 중심으로 산동(山東), 절강(浙江), 강소(江

蘇), 안휘(安徽)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탑 지궁에

는 사리와 공양품을 봉안했다. 탑의 지궁은 수혈식(竪

穴式)과 횡혈식(橫穴式)으로 구분한다. 수혈식은 탑 내

를 수직으로 파내어 석함(石函)을 봉안하거나, 주위에 

석판이나 벽돌을 쌓아 그 내에 석함을 두는 경우가 있

다. 횡혈식은 규모가 큰 편이며, 일반적으로 갱도와 지

궁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이를 연결하는 문이 있

다. 지궁의 출현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찾기는 어

려우나, 이른 시기의 예로는 북위(北魏) 탑인 하북(河

北) 임장현(臨漳縣) 불사탑(佛寺塔)이 있다.3 초기 지궁

은 훼손으로 인해 원래 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

며, 그 크기도 작아 지궁으로써 공간을 마련했는지 확

실하지는 않다. 수대(隋代)에 사리 안치 공간을 탑 아래 

조성한 구체적 사례가 보이며, 이후 지궁 개념이 명확

히 정립되고 활발히 조성된 것은 당대에 이르러서이다. 

북송대에는 많은 탑이 건립되었으며, 당과 오대의 

탑 지궁형태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시

도했다. 지궁 구조는 당대 말 북쪽은 하북 정정(正定) 

사리사탑(舍利寺塔) 지궁과 같은 횡혈식과 남쪽 항주

(杭州) 뇌봉탑(雷峰塔) 지궁과 같은 수혈식처럼 남과 북

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대로 계승되었

고, 북송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4. 북송대 탑 중 수

혈식 탑은 하남(河南) 신밀(神密) 법해사탑(法海寺塔), 

강서(江西) 남풍(南豊) 대성(大聖) 사리탑(舍利塔), 절강

(浙江) 금화시(金華市) 만불탑(万佛塔) 등이 있다. 그리

고 횡혈식 지궁 구조의 예는 하남(河南) 정주(鄭州) 개

원사탑(開元寺塔), 하북(河北) 정현(定縣) 정지사탑(靜

志寺塔), 산서(山西) 평정현(平定縣) 천녕사 서탑(天寧

寺 西塔), 섬서(陝西) 백수현 묘각사탑, 강소(江蘇) 연수

현(蓮水縣) 묘통사탑(妙通寺塔), 산서(山西) 임의현(臨

猗縣) 쌍탑사 서탑(雙塔寺 西塔) 등이 있다.

<표 1>은 당 말~양 송대 탑 목록으로 탑들은 송

대 지배영역 대부분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형태도 다

양하다. 수혈식과 횡혈식으로 지어진 탑들에는 다양한 

사리장엄구가 봉안되었다. 당 말~남송대까지 조성된 

탑은 대략 46기로 대부분 지궁이 확인되며, 지하가 아

닌 탑신에 천궁을 마련하여 공양품을 봉안한 탑도 있

다. 대부분 탑들은 탑 내 있던 탑지석(塔誌石)의 내용

을 통해 언제 조성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바

탕으로 시기별 탑 조성 경향을 보면, 당 말~오대 탑이 

건립되던 지역인 절강, 강소, 하북 등을 중심으로 탑 

조성이 활발히 이어졌고, 이러한 경향은 남송대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경이 봉안된 탑을 보면, 오대 집중적으

로 등장하여, 북송대를 거쳐 남송대까지 그 전통이 이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대 탑에서 발견된 동경 중에

는 천궁에서 많은 수량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오대 오월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북

송 초기에 집중되었고, 그 지역은 오월국의 수도였던 

항주를 중심으로 절강, 상해, 산동 등 오월국의 영향

이 미쳤던 곳이다(그림 1). 이 지역 외에 하북, 섬서 지

3 冉万里, 2013, 『中國古代舍利瘞埋制度硏究』, 文物出版社, p.20.

4 高繼習, 2017, 「中國古代舍利地宫形制研究」,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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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高繼習, 위의 논문; 冉万里, 2013, 『中國古代舍利瘞埋制度硏究』, 文物出版社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작성했다.

표 1   중국 당 말~양 송대 탑 목록5

번호 시대 탑명 지궁·천궁 구조 동경 봉안 여부

1

당 말~오대

산동 혜민정광 불사리관(山東 惠民定光 佛舍利棺) 지궁

2 하북 정정 사리사탑(河北 正定 舍利寺塔)(940~947) 지궁, 횡혈식

3 절강 항주 뇌봉탑(浙江 杭州 雷鋒塔)(972~975) 지궁, 수혈식 ◎

4 강소 호구 운암사탑(蘇州 虎丘 雲岩寺塔)(959~961) 천궁, 수혈식 ◎

5 절강 동양 중흥사탑(浙江 東陽 中興寺塔)(960) 천궁 ◎

6

북송

절강 태주 영석사탑(浙江 台州 靈石寺塔)(965) 천궁 ◎

7 상해 융평사탑(上海 隆平寺塔) 지궁, 수혈식 ◎

8 소주 서광사탑(蘇州 瑞光寺塔) 천궁, 수혈식

9 하남 정주 개원사탑(河南 鄭州 開元寺塔)(976) 지궁, 횡혈식

10 하북 정현 정지사 진신사리탑(河北 定縣 靜志寺 眞身舍利塔)(977) 지궁, 횡혈식 ◎

11 강소 태창 광효교사탑(江蘇 太倉 廣孝敎寺塔)(990) 지궁

12 하북 정현 정중원 사리탑(河北 定縣 靜衆院 舍利塔)(995) 지궁, 횡혈식

13 산서 평정현 천녕사탑(山西 平定縣 天寧寺塔)(995) 지궁

14 하남 신밀 법해사탑(河南 新密 法海寺塔)(999) 지궁, 수혈식

15 산동 임구 명도사탑(山東 臨朐 明道寺塔)(1004) 지궁, 횡혈식

16 남경 장간사 성감탑(南京 長干寺 聖感塔)(1011) 지궁, 수혈식 ◎

17 섬서 백수현 묘각사탑(陝西 白水縣 妙覺寺塔)(1026) 지궁, 횡혈식 ◎

18 안휘 호현 함평사탑(安徽 毫縣 咸平寺塔)(1027) 지궁, 수혈식

19 안휘 수현 보은사탑(安徽 壽縣 報恩寺塔)(1026) 지궁, 횡혈식

20 강소 연운 만해청사 아육왕탑(江蘇 連云 灣海淸寺 阿育王塔)(1026) 지궁, 수혈식

21 하남 등현 복승사탑(河南 鄧縣 福勝寺塔)(1032) 지궁, 횡혈식 ◎

22 안휘 무호시 무위탑(安徽 蕪湖市 無爲塔)(1036) 지궁, 수혈식

23 상해 송강현 흥성교사탑(上海 松江縣 興聖敎寺塔) 지궁, 수혈식

24 절강 서안 선암사탑기(浙江 瑞安 仙岩寺塔基)(1043) 알 수 없음

25 산서 임의현 인수사탑(山西 臨猗縣 仁壽寺塔)(1056) 지궁, 횡혈식 ◎

26 강서 남풍 대성 사리탑(江西 南豊 大聖 舍利塔)(1058) 지궁, 수혈식 ◎

27 호북 당양 옥천사 철탑(湖北 當陽 玉泉寺 鐵塔)(1061) 지궁, 수혈식

28 절강 금화시 만불탑(浙江 金華市 万佛塔)(1056~1063) 지궁, 수혈식 ◎

29 산동 연주 흥륭사탑(山東 兖州 興隆寺塔)(1063) 지궁, 횡혈식

30 강소 연수현 묘통사탑(江蘇 蓮水縣 妙通寺塔)(1067) 지궁, 횡혈식 ◎

31 산동 제남 개원사탑(山東 齊南 開元寺塔)(1069) 지궁, 횡혈식

32 산서 임의현 쌍탑사탑(山西 臨猗縣 雙塔寺塔)(1069) 지궁, 횡혈식 ◎

33 강소 진강 감로사 철탑(江蘇 鎭江 甘露寺 鐵塔)(1078) 지궁, 수혈식

34 산동 진상원 석가사리탑(山東 真相院 釋伽舍利塔)(1085~1087) 지궁, 횡혈식

35 감숙 장랑현 석가원탑(甘肅 莊浪縣 釋迦院塔)(1087) 지궁, 횡혈식

36 광동 곡강 대령경 송탑(廣東 曲江 大嶺埂 宋塔)(1086~1094) 지궁, 수혈식

37 감숙 천수 맥적산 산정 사리탑(甘肅 天水 麥積山 山頂 舍利塔) 지궁

38 산동 제녕 철탑사 사리석관(山東 濟寧 鐵塔寺 舍利石棺)(1105) 석관발견 ◎

39 산동 문상현 태자령종탑(山東 汶上縣 太子靈踪塔)(1112) 지궁, 횡혈식

40 섬서 주지현 팔운탑(陝西 周至縣 八云塔)(1041~1048) 지궁, 수혈식

41 하남 소림사 초조암 사리석함(河南 小林寺 初祖庵 舍利石函)(1126) 사리석함 발견

42 감숙 영태성 내 동북부 사저탑(甘肅 靈台城 內 東北部 寺咀塔) 지궁, 횡혈식 

43

남송

절강 영파 천봉탑(浙江 寧波 天對塔)(1144) 지궁, 수혈식 ◎

44 안휘 잠산 태평사탑(安徽 潜山 太平寺塔)(1159~1168) 지궁, 수혈식

45 절강 벽호 송탑(浙江 碧湖 宋塔)(1193) 알 수 없음 ◎

46 강소 홍택현 노자산향(江蘇 洪澤縣 老子山鄕)(1241~1252) 지궁, 횡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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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동경을 봉안한 탑이 있으나 그 예가 많지 않으며, 

대표적 예로 섬서 백수현 묘각사탑이 있다. 이 탑의 동

경은 지궁 벽면에 동경을 감입하는 방식으로 봉안하였

으며, 이는 절강, 상해지역 동경 봉안방식과는 다소 다

른 특징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자 한다.

Ⅲ.   오대~송대 탑 내 동경 봉안  
사례 검토

1. 오대

탑 내 동경을 봉안하던 방식은 당대부터 자리 잡기 

시작하여, 오대 오월국에서 크게 성행했다. 이러한 요소

는 송대 탑에도 이어졌으며, 그 방법도 다양해졌다. 그렇

기에 오대 탑 내 동경 봉안 사례를 살펴보기 전, 이전 시

기인 당대 탑 내 동경 봉안 예를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오대 탑 내 봉안된 동경의 사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당대 탑 내 동경을 봉안한 대표적 사례는 부풍(扶

風) 법문사탑(法門寺塔)이 있다. 법문사탑은 당대 황실

의 후원에 힘입어 고가의 진귀한 공양구가 봉안되었으

며, 동경 역시 왕·귀족이 사용한 평탈경(平脫鏡)이 봉

안되어 있었다. 

법문사탑 내 봉안 동경(그림 2)은 탑 내 지궁 후실

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굴 당시 발견된 위치는 석실 내 

사리함이 있는 석판의 동측 벽면 근처에 있었다. 이 동

경은 다른 공양구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어 구체적인 

상태나 훼손 정도는 알기 어렵다.6 이 동경은 모란문이 

있는 평탈경으로 4구획된 면에 꽃가지가 표현되어 있

으며, 크기는 19.8㎝로 큰 편이다. 동경은 비단으로 된 

경의(鏡衣)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발견 당시 천과 동경

이 붙어 있던 상태였다.7 평탈경은 당대 유행했던 특수

경 중 하나로 값비싼 재료로 제작한 동경류이다. 평탈

경을 탑 내 봉안한 것은 당시 보기 드문 사례이나, 지

궁에 동경을 봉안했다는 점은 오대 이후 탑 내 동경 봉

안이 당대의 영향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오대 오월국 전홍숙 통치기에 세워진 탑은 지궁, 

천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수, 당대 방식을 계승했

다. 오월국 시기 조성된 탑에서는 2개 이상의 아육왕탑

(阿育王塔)과 다수의 동경이 발견되었다. 이는 오월국 

탑 내 봉안된 동경의 성격이 단순히 공양품으로 사용

했던 거울에 종교적 기능이 부여됨에 따라 목적을 갖

고 봉안되었고, 그 사용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

그림 1   오대~송대 동경이 봉안된 탑의 위치(『中國歷史地圖集』卷6, pp.3~4 편집)

그림 2   모란문평탈경, 당, 지름 19.8㎝, 법문사탑 지궁출토, 중국 법문사박
물관(陝西省考古硏究院 等, 2007, 『法門寺考古發掘報告』上, 文物
出版社, 彩版 248.

6 李彦平, 2019年 1期, 「佛塔出土銅鏡及其来源」, 『法音』, p.52.

7 陕西省文物考古研究所, 2007, 『法門寺考古發掘報告』上, 文物出版社,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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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동경의 경면에 선각으로 불교 문양이나 명

문을 새겨 그 사용을 구체화했다. 탑에서 동경이 발견

된 대표적 예는 항주 뇌봉탑, 소주(蘇州) 운암사탑(雲

岩寺塔), 동양(東陽) 중흥사탑(中興寺塔) 등이 있다. 오

월국 대표적 탑 봉안 동경은 뇌봉탑 발견 ‘광류소월’명

경(‘光流素月’銘鏡)(그림 3)과 중흥사탑 발견 동경들이 

있다. 뇌봉탑 발견 ‘광류소월’명경은 경면에 선각의 인

물도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 인물도에 대

해 불교적 혹은 도교적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동양시 중흥사탑에서는 18점의 동경이 발견되었

으며, 문양이 있는 거울은 7점, 소문경은 11점이다. 오

월국 시기 세워진 탑인만큼 다양한 선각문과 명문, 묵

서가 있는 동경이 봉안되었다. 당대 유행한 서수포도

문경(瑞獸葡萄紋鏡), 서수문경(瑞獸紋鏡), 오악진형경

(五岳眞形鏡) 등 이전 시기 유행했던 동경류가 있으며, 

선각문이 새겨진 동경은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선각문경이 유행한 오월국 시기에서도 드문 예이

다. 그리고 소문경에는 선각으로 명문을 새긴 것과 묵

서를 적은 것 등 오월국 탑 내 봉안된 동경의 특징이 

보인다. 

중흥사탑 봉안 동경에는 명문을 남긴 예가 많은 

편으로 서수포도문경 2점(그림 4, 5)에는 측면과 배면

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측면에 새겨진 내용은 동양현 

송산향에 사는 동인탁(童仁鐸)이 중흥사보탑에 이를 공

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1점 역시 배면에 신유년

(辛酉年) 9월 25일 두경나(杜景那)가 공양했다는 내용

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8 동경에 거주지, 봉안 날짜 등

을 구체적으로 적어 공양한 것은 동경이 개인의 소원성

취를 위한 구체적 물품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묵

서를 적은 동경 역시 이러한 경향이 엿보인다. 소문경 

(그림 6)은 주연부를 따라 명문을 적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 동경의 시주자는 승려임을 알 수 있다.9

8 측면 명문: ‘姿州東陽縣松山鄕○郭内奉化保居住清信弟子童仁鐸舍入中興寺寶塔内保荷家卷永充供養’  

배면 명문: ‘辛酉年九月廿五日弟子杜景那舍入中興寺并年月記’

9 ‘比丘贊興舍入眞身舍利塔内長充供養’

그림 3   ‘광류소월’명경, 오대, 지름 10.3㎝, 중국 항주 뇌봉탑 발견, 중국 절강성박
물관(浙江省文物考高硏究所, 2005, 『雷峰塔遺址』, 文物出版社, p.158.)

그림 4   서수포도문경, 오대, 지름 13.5㎝, 동양 중흥사탑 출토, 중국 동양시
박물관(東陽市博物館 編, 2019, 『天心光明-東陽市中興寺塔出土文
物』, 文物出版社, p.141.)

그림 5   서수포도문경, 오대, 지름 9.5㎝, 동양 중흥사탑 출토, 중국 동양시박
물관(東陽市博物館 編, 2019, p.143.)

그림 6   묵서소문경, 오대, 지름 8.7㎝, 동양 중흥사탑 출토, 중국 동양시박물
관(東陽市博物館 編, 2019,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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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탑에 봉안된 동경 중 선각으로 문양이 새겨진 

것도 있다. 선각문경은 오월국에서 시작된 특징으로 대

부분 불교와 관련된 도상이나 내용을 표현했다. 하지만 

중흥사탑 선각문경(그림 7)에는 상반신이 불명확하지

만 다리가 표현되어 있는 인물이 좌측 하단에 있으며, 

그 주변에 잉어와 깃발을 든 두꺼비가 있다. 그리고 상

단에 명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동물 2마리가 상하로 

표현되어 있다. 이 선각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인물과 동물들이 어우러진 구성은 산수

화의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월국 시기 매납 동경들은 ‘광류소월’명경, 서수포

도문경, 오악진형경, ‘도성동방’명경(‘都省銅坊’銘鏡), 천

추만세명경(千秋萬歲銘鏡) 등과 같은 당대 성행한 고경

(古鏡)이거나 이를 방제한 거울을 봉안품으로 사용했다. 

또한 뇌봉탑이나 중흥사탑 봉안 동경과 같이 거울의 경

면에 불교 관련 선각문이나 명문을 새기기도 했다. 이는 

오월국 탑 내 봉안 동경의 큰 특징으로 동경 경면에 선각

으로 불교 도상을 새기고 명문으로 봉안 날짜, 시주자 등

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동경이 단순 공양품이 아닌 종교

적 목적성을 갖는 물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2. 북송

송대는 북송대 많은 탑 건립이 이루어졌으며, 대

표적 탑은 절강 영석사탑, 상해 융평사탑, 섬서 쌍탑사

탑 등이 있다. 송대는 탑 건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

던 오월국의 영향을 이어받아, 지궁이나 천궁에 많은 

사리장엄구를 매납했으며, 오월국 전홍숙에 의해 조성

된 금속제 아육왕탑과 선각경의 발견 사례가 많다. 영

석사탑과 같이 오대의 영향이 남아 있는 탑도 있지만, 

이 시기 탑은 북송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탑 내 봉안 공양품은 북송문화를 바탕으

로 변화했다. 동경의 경우, 봉안된 수량과 종류, 위치가 

다양해졌는데, 이는 송대 불교에서 동경에 대한 의미가 

10 楊松濤의 논문에 수록된 영석사탑 선각문경 도판을 중심으로 표로 정리했다. 楊松濤, 2017, 「黄岩靈石寺塔線刻銅鏡」, 『東方博物』 70, pp.50~52.

그림 7   서수문경, 오대, 지름 7.0㎝, 동양 중흥사탑 출토, 중국 동양시박물관
(앞, 뒷면)(東陽市博物館 編, 2019, pp.147~148.)

표 2   중국 송대 영석사탑 봉안 동경 및 경면에 표현된 선각문10

석가여래칠존
동방

제두뢰타천왕
남방

비루륵차천왕

서방
비루박차천왕

북방
비사문천왕

咸平元年（998）

“台州黄岩縣备禮鄕 

大興里新界南保擧子 

王仁鎰，時大宋咸平元 

年十月二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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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화되면서 생긴 결과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

서 볼 때, 융평사탑 동경은 오월국의 영향이 남아 있어 

선각문이 새겨져 있지만, 봉안 위치는 이전과 다른 양

상을 보인다. 또한 정지사탑, 만불탑에는 당대 동경부

터 송대 동경까지 다양한 동경을 봉안했다는 점에서 동

경이 탑 내 공양품으로서 주요 물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오대 영향이 남아 있는 영석

사탑, 융평사탑과 북송대 탑 내 동경 봉안 특징이 두드

러진 정지사 진신사리탑, 쌍탑사탑 등을 중심으로 송대 

탑 내 동경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석사탑 동경은 탑 5층에서 발견되었다. 5층은 

상·하로 구성되어 있고 하층 철함에 15점의 동경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 중 선각문이 새겨진 것은 5점이

며, 1점은 명문만 있다. <표 2>11 동경의 선각문은 석가

모니불(釋迦牟尼佛), 천왕(天王), 명문이다. 이 동경들 

중 서방비루박차천왕(西方毗樓博叉天王)만 화조문경

(花鳥紋鏡)이며, 나머지는 소문경에 선각을 표현했다. 

5점의 동경 명문에는 승려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 승려

들의 시주를 통해 동경을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각문 옆에는 선각한 인물과 날짜를 표기

해 간략하게나마 동경의 봉안 시기와 봉안자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동경은 승려들에 

의해 공양된 것으로 공양 시기가 약간씩 달라 탑이 세

워지는 동안 각각 봉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경

에 새겨진 문양의 서툰 표현은 이를 승려가 직접 새겼

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승려가 소지하고 있던 동경을 

공양품으로 탑 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해 청룡진유지(靑龍鎭遺址) 내에 융평사 탑기

(塔基) 발굴이 진행되어 자기와 건축구조물이 대량 발

견되었다. 융평사탑은 당시 청룡진의 ‘북사(北寺)’였던 

융평사에 속해 있었으며, ‘남사(南寺)’의 청룡탑(靑龍

塔)과 함께 청룡진 배치를 알 수 있는 주요 지점이다. 

또한 북송시대 전형적 형태의 탑으로 당시 탑의 특징

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탑은 평면이 팔각

형으로 중심에 지궁이 위치해 있으며, 지궁 내부는 석

판으로 축조되었다. 지궁 안에는 4중 투함(套函) 장식

으로 된 목함에 금와불상(金臥佛像)이 봉안되어 있었

으며, 좌우에 각각 아육왕탑이 있었다. 또한 궁실 내에

는 다양한 시대의 화폐가 있었으며, 은저(銀箸), 은탁

(銀鐲), 은구(銀龜), 동병(銅甁), 동경과 사리(舍利), 수

정염주(水晶念珠) 등 공양품이 발견되었다.12 이 탑에서 

발견된 동경은(그림 8) 1점으로 지궁 내 목함 안에서 

나왔으며, 와불의 머리 쪽 목함벽에 세워져 있었다. 동

경은 원형으로 문양은 없고, 크기는 10㎝ 정도로 작은 

편이다. 경면에는 가는 선각으로 불좌상이 표현되어 

있다.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갖춘 부처는 통견을 

걸치고 있으며, 오른손은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

다. 선각으로 부처만을 단독으로 표현한 것은 10~11세

기 선각불상문경의 특징으로 융평사탑 출토 동경 뿐만 

11 최주연, 2019, 「중세 동아시아 교류와 고려동경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41.

12 上海博物館, 2017, 『千年古港』, 上海書畫出版社, p.15.

그림 8   소문경(선각문), 송, 지름10.0㎝, 융평사탑 지궁출토, 중국 상해박물
관(앞, 뒷면)(上海博物館, 2017, 『千年古港』, p.115.)

그림 9   선각불상문경, 요, 지름 28.3㎝, 경주백탑 출토(清格勒, 1998年 9期, 
「遼慶州白塔塔身嵌飾的两件記年銘文銅鏡, 『文物』,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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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요대(遼代) 탑인 경주(慶州) 백탑(白塔) 발견 

동경(그림 9)에서 볼 수 있다. 이 동경 역시 무문경으로 

경면에 선각으로 연화좌에 앉은 부처가 표현되어 있는

데, 그 옆에 석가모니불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 

존상이 석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영석사

탑 발견 동경 중에서 석가를 선각으로 새긴 예가 있어, 

10~11세기 선각문경에 주로 새겨진 부처는 석가모니

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융평사탑 출토 동경에 새겨

진 부처 역시 석가모니일 가능성이 높다.

융평사탑 출토 동경은 선각문이 새겨져 있고, 아

육왕탑과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오월국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지만 동경을 매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다. 이전 시기 탑 내 동경 봉안 방식은 다른 

공양품과 같이 두었던 것에 반해, 융평사탑 출토 동경

은 함 내에 세워놓아 동경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함 내

에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송대 조

성된 탑 내 봉안 동경에서 여럿 보여 북송대 탑 내 동

경 봉안 방식은 공양자들의 목적이나 불교적 의미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북에 위치한 정지사탑은 진신사리탑(眞身舍利

塔)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이 탑은 1969년 발굴 때 금, 

은, 옥, 자기, 목조각, 동전 등 700여 점의 유물이 발견

되었으며, 이중 오월국의 영향을 알 수 있는 철조아육

왕탑도 출토되었다. 동경은 17점 발견되었으며, 그 크

기는 3.9~26㎝로 다양한 크기의 동경이 다수 봉안되어 

있었다. 이 탑에서 발견된 동경은 많은 수량이 매납되

었다는 특징 외에도 1점의 동경을 놓아둔 위치가 이전

과 다르다는 점에서 송대 동경 봉안 방식이 드러나는 

사례이다. 이 탑에서 발견된 동경 중 서수앵조문경(瑞

獸鶯鳥紋鏡)(그림 10)은 다른 동경과 같이 봉안된 것이 

아니라, 지궁의 천장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이 동경

은 지궁이나 천궁 바닥에 놓아둔 봉안 방식에서 벗어

난 새로운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 동경은 팔릉형으로 

문양대에는 봉황과 사자가 뉴를 중심으로 대칭되어 있

으며, 그 사이에는 산악이 있다. 그리고 외구에는 새와 

풀, 산악이 능마다 각각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문양을 

동경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양구성은 당

대 유행했던 것으로 당시 고경에 대해 가치 있게 생각

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송대에 전해진 당경을 탑 내 

공양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서 쌍탑사는 창건시기를 알 수 없으나, 탑 지궁 

내에서 발견된 궁비(宮碑)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북송 

이전에 사찰명이 ‘영복원(永福院)’이었으며, 송대 ‘묘

도사(妙道寺)’, 명 강희연간(康熙年間)에는 ‘응탑사(應

塔寺)’ 혹은 ‘쌍탑사(雙塔寺)’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 사찰에 있는 2기의 탑은 동탑과 서탑으로 동탑은 조

성시기를 알 수 없으나, 건축형태를 통해 유추하면 북

송시기로 추정된다. 반면 서탑은 북송 희녕(熙寧)2년

(1069)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탑 지궁에서 

많은 공양품이 출토되었다. 서탑 지궁에서는 구배문경

(龜背紋鏡), 교지화문경(交枝花紋鏡), 소문경(素紋鏡) 4

점이 발견되었다. 이 중 구배문경은 2점으로 1점은 지궁 

꼭대기에 백회를 발라 부착했다. 그리고 나머지 동경은 

석함 내 은관의 앞과 좌, 우측에 봉안했다(그림 11).13 쌍

탑사탑 봉안 동경은 정지사탑 동경과 같이 지궁 천장

13 喬正安, 1997年 3期, 「山西臨琦雙塔寺北宋塔基地宫清理簡報」, 『文物』, pp.35~44.

그림 10   서수앵조문경, 송, 지름 10.0㎝, 정지사탑 출토, 중국 절강성박물관
(浙江省博物館 외, 2014, 『心放俗外-定州靜志 淨衆佛塔地宮文
物』,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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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부를 향해 거울이 비추는 형태이다. 그리고 나

머지 동경들은 은관(銀棺)을 보호하듯 둘러싸고 있는

데, 이는 묘각사탑과 같이 동경을 벽면에 감입하여 지

궁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와 유사하다. 

3. 남송

남송대 탑 내 봉안 동경 사례는 많은 편이 아니며, 

그 수량 역시 북송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는 북송대 

탑 내 봉안품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남송

대 탑인 영파(寧波) 천봉탑(天封塔) 지궁 발견 혼은지

궁(渾銀地宮) 등의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봉탑에 대한 기록은 1227년 편찬된 영파 지방지

인 『보경사명지(寶慶四明志)』에 등장한다. 천봉원(天封

院)의 승가탑(僧伽塔)이 건염(建炎)(1127~1130)연간에 

병화(兵禍)로 불타자, 소흥(紹興)14년(1144)에 태수(太

守) 막장(莫將)이 탑의 중건을 발원했고, 승려 덕화(德

華)의 모연(募捐)으로 탑을 완성했다고 한다.14 천봉탑 

지궁은 제1층 중심부 탑실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며, 지

궁에서는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유물은 석함과 석

함 내 궁전모형 및 기타 유물들이다. 석함에는 21행 20

자의 발원문이 새겨져 있는데, 조윤(趙允)과 그의 가족

들이 혼은지궁, 삼성불상(三聖佛像)인 아난(阿難), 가

섭(迦葉)의 오존(五尊)과 석함을 조성했으며, 남녀신사

의 이름을 적어 천봉보탑(天封寶塔)의 기지(基地) 아래 

봉안했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향공진사(鄕貢進士) 왕

거은(王居隱)과 합택(闔宅) 등이 재산을 내어 보탑 제

1층을 세웠으며, 광혜선사(廣慧禪師)와 전법사문(傳法

沙門) 덕형(德亨)이 고불사리(古佛舍利) 100과를 지궁

전 내에 넣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염원하

는 바를 적었으며, 끝에 소흥 14년 3월 무진(戊辰) 18

일에 간연승(幹緣僧) 덕화와 주지승(住持僧) 묘의(妙

義)가 썼음을 기록했다.15 이 기록은 당시 탑 조성에 민

간인과 승려들이 함께 공양하고 발원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탑 내 발견된 동경은 1점으로 북송대 많은 수량을 

탑 내 봉안했던 것과 달리 남송대에는 동경의 사용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 동경은 당대 유행했던 서수포도문

경(그림 12)으로 뉴를 중심으로 4마리의 서수와 포도문 

등이 표현되어 있다. 동경의 문양 표현과 두께(0.8㎝)를 

보아 당대 동경을 방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남송대 탑은 절강 벽호(碧湖) 송탑(宋塔)

이다. 이 탑은 6면 7층탑으로 『여수현지(麗水縣志)』에는 

‘호공묘(胡公廟)는 현에서 40리 거리에 있다. 벽호기(碧

湖旗) 아래 보가 있으며, 절 앞에 옛 부도가 있어 탑원

(塔院)이라고도 한다.’라는 간단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탑의 건립연대는 탑 내 출토된 『금강경(金剛經)』의 묵서

원문(墨書願文)에 ‘鎭塔藏中……興隆三寶建立法幢,……

14 이승혜, 2015, 「지하의 정토: 영파 천봉탑 출토 지궁전(地宮殿)연구」, 『미술사학』 Vol.30,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98.

15 林士民, 1991, 「浙江寧波天封塔地宫發掘報告」, 『文物』 6期, p.2.

그림 11   쌍탑사 서탑 지궁 내 동경 봉안위치(4~6)(喬正安, 1997年 3期, 
「山西臨琦雙塔寺北宋塔基地宫清理簡報」, 『文物』, p.42.)

그림 12   서수포도문경, 남송, 지름 8.8.㎝, 중국 천봉탑 지궁 출토, 중국 영파박
물관(林士民, 1991, 「浙江寧波天封塔地宫發掘報告」, 『文物』 6期,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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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紹熙癸丑(1193)歲仲冬月……’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건탑발원문(建塔發願文)’에도 ‘皇宋紹熙癸丑季冬甲子’

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이 탑은 남송 소희연간(紹

熙年間)(1190~1194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16

탑에서 발견된 유물은 탑의 6층과 탑찰 아래에서 발

견된 경권(經卷)들이 있으며, 동경은 탑기 중앙에서 발견

되었다. 동경은 뉴 중앙에 큰 고리가 있으며, 고리에는 화

문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13). 문양대는 내, 외구로 구분되

어 있으며, 내구에는 용 한마리와 호랑이 한마리가 표현되

어 있고, 운문(雲紋)과 수문(水紋)이 있다. 외구에는 사자, 

말, 봉황, 물고기 등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17 

용과 호랑이가 1마리씩 배치되는 형식은 한경(漢

鏡)에서부터 등장하나, 외구에 서수가 한 쌍씩 배치되

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송대 동경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이 동경의 큰 특징인 뉴에 

달린 큰 고리는 원형경보다는 종형경(鐘形鏡)(그림 14)

에 주로 보이는 표현으로 남송대 유행했던 장식이었다

는 점에서 동경이 남송대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Ⅳ. 탑 내 봉안 동경의 종류와 양상 

1. 봉안 동경의 종류

오대 발전하기 시작한 탑 내 동경 봉안 경향은 요

와 송으로 전해져 각각의 문화에 따라 발전했다. 요는 

탑 내 봉안하는 방식보다는 탑 외부에 감입하여 장엄

했으며, 송은 탑 내 지궁이나 천궁에 봉안했다. <표 3>

은 탑 내 봉안한 동경의 종류와 위치 등을 정리한 것으

로 오대~남송대까지 다양하고 많은 수량의 동경이 탑 

내 봉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궁과 천궁에 봉안

된 동경은 1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중흥사탑이나 만

불탑과 같이 10점이 넘는 동경은 봉안한 사례도 있다. 

많은 동경은 봉안한 탑들은 대부분 절강 지역에 위치

해 있다는 점을 통해 동경 봉안 수량은 지역적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대~남송대까지 탑 내 동

경이 봉안된 사례 중 많은 동경이 발견된 오대 뇌봉탑, 

동양 중흥사탑, 북송 정지사탑, 만불탑을 중심으로 봉

안 동경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대 대표적 탑인 항주 뇌봉탑에서는 지궁과 천궁

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대다수 오대 시기 유

물이나, 남송대 이후 유물도 일부 발견되었다. 뇌봉탑 

지궁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철함, 금은기, 유금동기, 

옥기(玉器) 및 유리기, 칠목기, 동경, 비단, 동전, 요주

(料珠), 경권 등 다양한 유물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이 

중 주요 금은기는 오월국 왕실의 공양품이다.18 뇌봉탑 

봉안 동경은 10점으로 서수포도문경, ‘도성동방’명경, 

16 金志超, 1963, 「浙江碧湖宋塔出土文物」, 『文物』 3期, p.23.

17 金志超, 위의 논문, p.28.

18 浙江省文物考高硏究所, 2005, 『雷峰塔遺址』, 文物出版社, p.119.

그림 13   서수문경, 남송, 지름 21.5㎝, 절강 벽호송탑 출토, 중국 절강성박
물관(金志超, 1963, 「浙江碧湖宋塔出土文物」, 『文物』 3期, p.28.)

그림 14   종형경, 남송, 높이 21.2㎝, 중국 개인소장(狄秀斌·李郅强, 2013, 『犀
照群伦光含万象(曉軒齋藏宋遼金元明清銅鏡)』, 文物出版社,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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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경(日光鏡), 서수명대경(瑞獸銘帶鏡), 쌍앵화문경

(雙鸚花紋鏡), 소문경(방형, 소형, 원형)이다(표 4). 

이 탑에서 발견된 동경들도 대부분 고경류로 한

대 유행한 일광경과 ‘광류소월’명경이 있고, 당대 유행

한 서수포도문경, 쌍앵화문경, ‘도성동방’명경이 있다. 

오대는 자체 제작한 동경보다는 당경이 많이 유통되었

으며, 이는 당시 묘에 부장된 동경이나 탑 내 봉안 동

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뇌봉탑 봉안 동경 역시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으나, 오월국 동경에서 보이는 

특징도 나타나 동경 사용에 있어서 오월국만의 방식이 

이미 정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오월국에서 보이기 시작한 요소는 선각문으로 뇌

봉탑 ‘광류소월’명경이 대표적이다. ‘광류소월’명경은 

배면과 경면 모두 문양이 있어 독특한 구성이다. 배면 

외구에 ‘光流素月 質稟玄精. 澄空鑑水, 照回凝淸. 終古

水固, 莹此心靈’의 명문이 있고, 계권은 거치문(鋸齒

紋)으로 되어 있으며, 내구에는 네 마리의 서수가 표현

되어 있다. 그리고 경면에는 음각으로 문양을 새겼다

(그림 15). 화면은 천상과 지상으로 양분했으며, 천상

에는 북두성(北斗星), 항아(姮娥)와 광한궁(廣寒宮), 구

름을 탄 선인(仙人)과 선녀(仙女), 나는 선학(仙鶴), 용

과 봉황 및 비파(琵琶)와 소(簫) 등 악기가 표현되어 있

다. 또한 지상에는 양쪽에 누각, 나무가 있으며, 중앙에

19 도판 출처: 필자촬영 및 浙江省文物考高硏究所, 2005, 『雷峰塔遺址』, 文物出版社, pp.158~161.

표 3   오대~송대 탑 내 봉안 동경 종류

탑명 시기 동경종류 수량 발견위치

절강 항주 

뇌봉탑
오대

일광경, ‘광류소월’명경, 서수포

도문경, 쌍앵규화형경, ‘도성동

방’명경, 소문방형경, 소문경 등

10
지궁 내  

철함

강소 소주 

운암사탑
오대 묵서문경, 사신팔괘문경, 소문경 3 천궁

절강 동양 

중흥사탑
오대

서수포도문경, 서수문경,  

오악진형경, 소문경 등
18 지궁

절강 태주 

영석사탑
북송 선각경, 화조문경 등 15 천궁

상해  

융평사탑
북송 소문경 1 지궁

하북 정현  

정지사  

진신사리탑

북송

서수앵마문경, 운조문경, 연주

문경, 서수문경, 소문경, 아자형

경, 반리문경, 능화형경, 화훼구

배문경 등

17 지궁

섬서 백수현 

묘각사
북송

원형경, 능화형경 

(문양 판별 불능)
9 지궁

하남 등현 

복승사
북송 칠보문경, 연화문경, 국화문경 3 지궁 

산서 임의현  

인수사
북송 팔화구배문경, 화운문경 등 7 지궁

강서 남풍  

대성 사리탑
북송

서수포도문경, 현문경,  

명문경, ‘천추만세’경 등
23 지궁

절강 금화시  

만불탑
북송

‘천추만세’경, 비천문경,  

사금화초문경, 신기문경,  

소문경 등
51

탑기 아래  

석실(龍宮)

강소 연수현  

묘통사
북송 ‘천추만세’명국화문경 1 지궁 

산서 임의현  

쌍탑사
북송

팔화구배문경,  

교지사화문경, 소문경
4 지궁 

산동 제녕  

철탑사  

사리석관

북송 산수누각문경 1
1층 탑신  

석관

절강 영파 

천봉탑
남송 서수포도문경 1 지궁

절강 벽호 

송탑
남송 용호문경 1 탑기 중앙

표 4   항주 뇌봉탑 출토 동경목록19

일광경 ‘광류소월’명경 서수포도문경

쌍앵화문경 방형소문경

‘도성동방’ 명경 원형소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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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탁자가 상하로 각각 있다. 화면 하단의 탁자에는 향

로가 있으며 상단에는 공양물이 있다. 각각 좌우에 인

물이 4인씩 배치되어 있다.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에 

있으며, 서로 대칭되게 서 있는 모습이다.20 하늘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 선녀나 도사 혹은 비천과 승려로 보기도 

하나, 달 속에 광한궁과 그 옆에 있는 항아, 별자리 표

현 등으로 볼 때, 선각문은 도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21 그리고 도교 내용을 새긴 동경은 탑에 

봉안한 것은 당대부터 도교와 불교가 동시에 표현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도교 도상과 불교 도상이 함께 조성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동경의 봉안 역시 당시 사

회적 분위기에 의해 이루어진 요소로 볼 수 있다.

오대 또 다른 탑으로 절강 동양 중흥사탑이 있다. 

남조(南朝)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사찰로 오월국 시

기인 천보(天寶)6년(941) 삼불대전(三佛大殿)을 건립했

으며, 건륭원년(建隆元年)(960)에 중흥사 고승(高僧) 문

첩(文捷) 및 읍인(邑人) 갈인교(葛人晈) 등이 새로 탑을 

세우고자 하여 건륭3년(962)에 낙성했다. 이후 북송 순

화(淳化)3년(992)에 갈인교의 아들이 중흥사 탑을 중건

했다는 기록이 있다.22 이 탑에서도 많은 유물이 발견되

었는데, 금은기, 동기, 도자기, 칠목기, 석기, 유리기, 경

권, 동전 등 200여 개이다. 이중 동경은 18점이 있었으

며, 대부분 소문경이지만, 서수포도문경, 산악문경 등도 

있어, 당대 유행했던 동경들도 함께 봉안되어 있었다.

중흥사 출토 동경 중 명문이 새겨지거나 묵서로 

적혀 있는 예는 6점으로 5점이 선각으로 명문이 새겨

져 있다. <표 5>는 명문 확인 가능한 동경들로 지역, 

신분, 이름, 날짜 등의 내용이 있다. 동경들의 명문은 

건륭2년 동양현에 거주하는 인물 김경휘(金景暉)와 가

족들이 중흥사 보탑에 사리를 공양했다는 내용과 비구 

찬여(贊興)가 진신사리를 공양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

다. 중흥사 탑 공양은 사찰이 있던 동양현 주민들과 사

찰 승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개인 

공양에 대한 내용을 동경에 새겨 탑 내 봉안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태주 영석사탑 봉안 동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 최주연, 2021, 『고려동경연구』, 학연문화사, pp.270~271.

21 동경에 표현된 도상들에 대해 보고서에는 도교와 관련된 북두성, 항아와 광한궁, 선인, 선학 등이 새겨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고 역시 같은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 도상들은 도교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浙江省文物考高硏究所, 2005, 『雷峰塔遺址』, 文物出版社, p.157.

22 魏祝挺, 2019, 「中興寺塔出土文物槪述」, 『天心光明-東陽市中興寺塔出土文物』, 文物出版社, p.2.

23 도판 출처: 魏祝挺, 2019, 「中興寺塔出土文物槪述」, 『天心光明-東陽市中興寺塔出土文物』, 文物出版社, p.2.

그림 15   ‘광류소월’명경의 경면, 宋, 지름 10.3㎝, 중국 항주 뇌봉탑 발견(浙
江省文物考高硏究所, 2005, 『雷峰塔遺址』, 文物出版社, p.159.)

표 5   동양 중흥사 출토 동경 선각 명문내용23

“婺州東場縣太平鄕郭內宣政西保弟子金景 

暉爲亡妻李氏九娘舍入中興寺寶塔內永充供養”,  

“乾隆二年九月廿五日記”

“比丘贊興舍入眞身舍

利塔内長充供養”

“○場內当縣孝德鄕○東
郭外居住弟子○○○”

“婺州東場縣○○……舍

入中興寺寶塔供養”, “幷

銀錢子一个/乾隆二年”

“……自身舍鏡 

一面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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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을 보면, 영석사탑에서도 명문이 새겨진 동

경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내용은 시주자, 공양내용, 날

짜이다. 동경들에 새겨진 날짜를 통해 함평원년(咸平

元年), 건덕(乾德)4년 두 차례에 걸쳐 동경이 봉안되었

음을 알 수 있으며, 봉안 주체자는 공통적으로 승려들

로 ‘영충공양(永充供養)’을 바라는 목적으로 공양했다. 

오대, 북송대 유행한 ‘영충공양’은 중흥사탑과 영석사

탑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성행한 공양

방식을 따라 승려와 일반신도들이 탑 내 공양물로 동

경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탑 내 봉안 동경은 개인의 바람을 담아 동경에 발

원을 간략히 새긴 것으로 생각되며, 그 주체는 신도들

과 승려 등이 주축이 되어 봉안할 수 있었다. 거울은 

대상을 비추는 역할을 통해 상징성을 갖게 되었으며, 

종교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불교 경전에는 거울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했고, 내

용은 승려와 신도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이들은 

경전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불교에

서 거울은 밝고 맑은 이미지의 신물이며, 불교 신도들 

역시 비범한 용품으로 중요시해 공양구로 사용했다.24 

즉, 거울을 탑 내 봉안한 목적은 불교경전에 나타나는 

거울의 의미를 현실에서 실현함과 동시에 공양자의 발

원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

로 생각된다.

북송 금화시 만불탑 역시 많은 유물이 발견된 탑

이다. 금화시 만불탑은 산비탈에 위치해 있는 탑으로 

탑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어 만불탑이라 불리며 본래 

명칭은 ‘밀인사탑(密印寺塔)’이다. 이 탑의 평면은 육각

형으로 탑기 중심에 방형의 석판이 덮여 있었으며, 그 

아래에 석실이 있다.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용궁

(龍宮)’이라고 적힌 명문이 있어, 이 탑의 지궁을 용궁

으로 지칭했음을 알 수 있다. 지궁에서는 다양한 유물

이 발견되었는데,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

羅尼經)」과 60여 점의 금동 불·보살상들, 15점의 아육

왕탑, 대부분 소문인 동경 51점 등이다. 이 탑 지궁 내

에 있는 경당(經幢)에는 ‘가우(嘉祐)7년(1062) 10월 28

일’이라는 명문이 있어 사찰은 오월국시기 건립되었지

만, 탑은 북송대인 가우연간(嘉祐年間)에 제작되었음

을 알 수 있다.25

만불사에서는 51점의 동경이 탑 내에서 발견되었

으며, 대다수 소문경이다. 문양이 표현되어 있는 동경

은 당대 동경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서수포도문경

과 화조문경이 대표적이다(표 7). 형태는 원형, 방형, 

능화형이 있으며, 그 외 亞자형 동경도 있다. 소문경은 

묘나 탑 내 가장 많이 봉안되는 동경으로 송대 유행한 

동경류이기도 하지만, 문양이 없어 밝게 보여 봉안품

으로 선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당대 유행한 동경류가 많이 봉안되어 있었

다. 서수포도문경과 ‘천추만세’명경과 같은 고경에 대

해 당시 사람들은 귀하게 여겼으며, 이를 모방하여 제

작했다. 이로 인해 당대 서수포도문경보다는 문양의 

24 劉藝, 2002, 「鏡與中國傳統文化」,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p.133.

25 浙江省文物管理委員会, 1957, 「金華市万佛塔塔基清理简報」, 『文物参考資料』, p.41.

표 6   태주 영석사탑 봉안 불교선각문경의 명문내용

名稱 銘文

석가여래칠존

(釋迦如來七尊)

“僧保誠奉” “息三友水允供奉”  

“咸平元年十月廿四是日” “僧志隆書”(背面)

도상없음
“台州黄岩縣備禮鄕大興里新界南保擧子王仁鎰，時

大宋咸平元年十月二十四日.”

동방제두뢰타천왕

(東方提頭頼吒天王)

“乾德四丙寅九月十五日勾當僧歸進慕緣捨入塔永

充供養靈石寺記”

서방비루박차천왕

(西方毘樓博叉天王)

“乾德四丙寅九月十五日勾當僧歸進慕緣捨入塔永

充供養靈石寺記”

남방비루륵차천왕

(南方毘樓勒叉天王)

“乾德四年上元內寅玖月十五日勾當僧歸進慕緣捨

入塔永充供養咸平元年十一月二十四日重建此塔

僧紹光寺記靈石寺”

북방비사문천왕

(北方毘沙門天王)

“僧歸進慕緣捨入塔永充供養乾德四丙寅九月記靈

石寺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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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가 얕고, 세밀하지 못한 방제경들이 유통되었으

며, 봉안된 동경도 이러한 경우가 많다. 송대 유행한 

동경도 봉안품으로 사용되었는데, 문양이 없는 아자형

경(亞字形鏡)과 화조문경(花鳥紋鏡)이 대표적이다. 

오대~송대 탑에 봉안된 동경 중 많은 수량을 차

지하는 것은 소문경이었으며, 당대 유행했던 동경류도 

다수이다. 그 외 송대 유행한 동경류가 발견되기도 했

으나, 그 비중은 낮다. 소문경과 당대 동경이 다수 봉

안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자 한다. 먼저, 소문경은 문양이 표현되지 않은 동경으

로 대부분 원형이며, 크기도 다양한 편이다. 소문경의 

가치는 문양이 있는 동경보다는 낮아 일반생활용품이

나 벽사용으로 소지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다. 그렇

기에 문양경보다 제작 수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남송대 지역명경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다른 동경보다 제작량이 많았던 소문경은 앞, 

뒷면 모두 문양이 없어 도상이나 명문을 새기기 용이

했다. 그렇기에 오월국 시기 많은 탑이 세워질 때, 공

양품으로 발원 내용을 적거나 도상을 새긴 선각문경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경의 사용은 당시 송대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북송 이래 방고동기(仿古銅器) 관심과 성

행은 당시 문화의 주요 현상으로 유가(儒家)에서 이상

적 사회로 생각하는 하(夏)·상(商)·주(周)를 이어받아 

‘재현삼대(再現三代)’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

적 분위기는 고동기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동력이 되었

고, 그 결과 서적편찬이라는 결과를 낳았다.27 당대 동

경은 고동기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사람

들에게 귀하게 여겨졌고, 이는 송 휘종대(徽宗代) 편찬

한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에 당대 동경이 포함되어 

편찬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탑 내 봉

안 동경은 흔히 사용되던 소문경에서 귀하게 여겨지던 

당대 동경까지 다양한 종류를 사용했다. 그리고 오월국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 동경 봉안 방식이 성행해 많은 

동경이 봉안되었지만, 남송대에 이르러서는 동경의 수

량이나 종류로 보아 그 전통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2. 묘실 출토 동경과의 비교를 통한 봉안 양상 검토

탑 내 동경은 초기 출현 당시 중요품이 아니었으

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빈도수가 적은 편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경이 탑 내 봉안되었던 이

유는 불교경전에서 언급하는 거울의 기능과 성격이 어

26 도판 출처: 金華市博物館 編, 2019, 『越地佛韻: 金華万佛塔地宮文物出土60周年曁兩浙佛敎文化藝術特展』, 中國書店, pp.121~127.

27 최주연, 앞의 책, p.62.

표 7   금화시 만불탑 출토 주요 동경목록26

아자형경 아자형경 아자형경

소문경 소문경 비천문경

서수포도문경 포도문경 포도문경

포도문경 화조문경 ‘천추만세’ 명경

사조문경 조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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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생각되며, 시주자의 발원을 담

은 공양품이나 탑 내 설치하기 위한 물품으로 구체성

을 갖고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탑 내 동경이 발견된 이른 예는 북위(北魏) 하

북 화탑(華塔)28이다. 이 탑은 지궁이 형성되기 전의 형

태로 탑기 아래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석함 안에 사리와 

공양품을 봉안한 방식이다. 석함 안에는 금, 은, 동, 유

리, 옥, 마노, 수정, 진주, 조개, 산호 등의 유물과 동경 

5매가 봉안되어 있었다.29 이 탑에서 발견된 동경은 잔편

으로 발견되었으며, 그 크기와 문양은 모두 다르다.30 이

후 수대에는 동경이 봉안된 예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대에 들어와 그 예가 등장하기 시작해, 오대 오월국

에서 동경 봉안이 성행한다. 이 시기에 동경은 탑 지궁

이나 천궁 바닥, 철함 등 안에 놓았으며, 체계적 방식

으로 봉안했던 것은 아니다.

탑 내 동경 봉안 방식의 변화가 보이는 것은 송대

이다. 송대 동경 봉안 양상은 크게 동경을 천장이나 벽

에 감입하거나(嵌入鏡), 매다는(懸鏡) 방식이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당시 묘실에 나타나는 동경 봉안 방

식과 유사하다. 거울을 감입하거나 매달아 놓는 방식

은 중국 한대(漢代)부터 보이는 방법으로 당대까지 이

어지며, 요와 송에도 그 영향이 이어진다. 요는 묘실에 

동경을 봉안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반면, 송은 탑 내 동

경 봉안에도 영향을 끼쳐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표 8>은 묘실과 탑 내 봉안 동경의 위치를 정리

해 놓은 것으로 감입경과 현경으로 구분했다. 동경을 

봉안한 사례는 묘실에 안치한 경우가 다수이며, 당을 

거쳐 송, 요대에 크게 성행한다. 묘실에 동경을 봉안

하는 방법은 바닥에 두는 방식, 매달거나 감입하는 방

식으로 나뉘는데, 송대에는 매달거나 감입하는 방식이 

증가한다. 그리고 탑 지궁에도 동경을 매달거나 감입

한 예가 등장한다.

거울을 걸거나 고정시키는 방식은 당대부터 갑자

기 나타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으

로 『한서(漢書)』 권(卷)68 「곽광전(霍光傳)」이 있다.

“복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원에서 이 기물을 담당

하는데 네모진 형태의 옻칠을 한 되 모양으로 한쪽 면이 개방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옻칠을 하였으며, 그 안에 거울을 설치한 

다음 시신 위에 걸어둔다. 대렴을 하고나서 이를 덮는다.” 31

이 내용은 망자의 장례용품 중 온명(溫明)에 대한 

설명으로 온명은 거울이 부착된 얼굴 가리개이다. 이는 

이른 시기 거울이 부장용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으며, 그 방법으로 시신의 얼굴을 비추는 용도로 가리

개에 부착해 얼굴 위에 걸어두었다. 즉, 현경 방식은 중

국 고대부터 행해졌던 풍습이며, 그 방법은 시대의 흐

름과 각 나라별 문화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묘실에 동경을 매달거나 감입한 위치는 천장이 많

으며, 간혹 목관 위에 고정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벽

면에 동경을 감입한 예는 요대 묘실에서 주로 보이며, 

송대 묘실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렵다.32 또한 동경을 

28 북위시대 사리장엄구 중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출토된 예이다. 지표 아래에서 출토된 녹정형 장방형 석함의 뚜껑 윗면에 13행 270여 자의 명문이 남아 있

으며, 그 내용은 북위 태화5년(481)에 효문제에 의해 세워진 5층 불탑에 매납되었음을 기록했다. 주경미, 2003,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p.84.

29 河北省丈化局丈物工作隊, 1966年 5期, 「河北定縣出土北魏石函」, 『考古』, p.253.

30 ‘파경(破鏡)’ 혹은 ‘쇄경(碎鏡)’으로 불리는 깨진 거울은 중국 제가문화시기(齊家文化時期)에 이미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자(死者)의 근처에 반으로 나

눈 동경을 두기도 했다. 이렇게 깨뜨린 거울을 부장품으로 사용했던 것은 신을 통해 화(禍)를 물리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부장품으

로 발견된 파경은 대부분 반으로 나뉘어 부장되었으며, 강서 성자북송묘(星子北宋墓)와 같이 부부합장묘에서는 남녀 각 관에 반으로 나눈 동경을 두기도 

했다. 索德浩, 2005年 4期, 「破鏡考」, 『四川文物』, pp.66~67.

31 『漢書』 卷68 「霍光傳」 “服虔曰, 東園處此器，形如方漆桶，開一面，漆畫之，以鏡置其中，以懸屍上. 大斂并蓋之. 洪承賢·朴善姬·梁鎭誠, 2015, 「中國 古中

世 石刻資料 解題」, 『中國史硏究』 第96輯, p.326.

32 葛林傑, 2016年 12期, 『古代懸鏡葬俗研究』, 「考古」,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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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거나 감입한 예가 절강, 하북, 내몽고, 요녕에서 

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당대 묘실에 동경을 안치하던 

방식이 송과 요로 이어져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발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송대 묘실에 봉안된 동경은 대부

분 천장 가운데 동경을 고정시켰으며, 종류는 팔괘문

경, 월궁고사문경, 소문경, 호주경 등 다양한 편이나, 

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다. 이런 특징은 탑에서도 유사

한 양상을 보이기에 묘실과 탑 내 감입 혹은 매단 예를 

비교하여 상호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탑 내 동경을 매달아 놓은 예는 적으며, 대표적으

로 정지사탑이 있다. 정지사탑에서 발견된 동경 중 1점

의 뉴에 고리 흔적이 있었으며, 지궁 석조지붕 역시 고

리 조각이 있어 원래는 지궁에 매달았을 것으로 추정

된다.33 이러한 고리로 매달아 놓는 방식은 묘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묘실 현경 방식의 대표적 예는 감숙(甘肅) 장가천

(張家川) 송묘(宋墓)이다(그림 16). 이 묘에서는 묘실 

천장에 동경(그림 17)을 걸었으며, 걸기 위해 뉴에 끼

33 定縣博物館, 1972年 8期, 「河北定縣發現两座宋代塔基」, 『文物』, p.40.

표 8   묘실과 탑 내 봉안 동경 종류와 위치

위치 묘실 동경 종류 및 위치 탑 동경 종류 및 위치

감입경

천장

및 

관

절강 항주 만당 전관부부묘

(浙江杭州晚唐錢寬夫婦墓)(901)
원형경

(후실 천장 감입)

하남 정주  

복승사

(1032)

칠보문경

(지궁 천장) 

절강 임안 판교 오대묘Ｍ21
(浙江臨安板橋五代墓Ｍ21)(五代)

사신팔괘문경

(후실 궁륭형 천장 창문)

素紋鏡

(전실 궁륭형 천장 창문)

호북양양마기산송묘

(湖北襄陽磨基山宋墓)(1104) 
월궁고사문경

(묘실 궁륭형 천장 중앙)

호북영산현모죽만송묘

(湖北英山縣茅竹灣宋墓)(1114)

능화형화훼문경

(전실 서쪽 궁륭형 천장)

원형화훼문경

(전실 동쪽 궁륭형 천장)

산서 임의현 

인수사

(1056)

구배문경

(지궁 천장)

그 외 동경 석함 내 배치

강소 단도현 한교 송묘

(江蘇丹徒縣韓橋宋墓)

소문경

(목관 위에 고정) 강소 연수현 

묘통사

(1067)

‘천추만세’ 명경

(지궁 천장)감숙 청수 송대 전조묘

(甘肅清水宋代磚雕墓)(北宋)

호주경

(묘실 궁륭형 천장 중앙)

사천 안악 남송 장은묘M1
(四川 安岳南宋張隐墓M1)(1202)

호주경

(묘 천장 연화 부조 위)

산서 림의

쌍탑사

(1069)

구배문경

(지궁 천장)

벽

섬서 백수현

묘각사

(1026)

소문경(지궁 동, 서, 북 벽면)

능화형경(지궁 천장 추정)

현경

하북 곡양현 오대 왕처직묘

(河北曲陽縣五代王处直墓)(924)
동경(전실 천장 중앙)

하북 정주 

정지사탑

(977)

서수앵조문경

(석조 지붕 밑)

감숙 천수시 왕가신요 송대 전조묘

(甘肅天水市王家新窑宋代磚雕墓)(1110)
용호문경

(묘실 궁륭형 천장)

섬서 단봉현 상추기 송묘

(陕西丹鳳縣商錐琪宋墓)(1119)

원형경 5점
아자형경 1점
(묘실 6곳 천장)

하남 낙양 망산 송대 벽화묘

(河南洛陽邙山宋代壁畵墓(1126)

십이생초문경

운룡문경

(묘실 천장)

쌍용문병경

호주경

감숙 장가천 송묘

(甘肅张家川宋墓)(남송)

구배문경

(묘실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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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천장에 고정했던 고리가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천

장에 매단 방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와 유사

한 방식으로 탑 내 동경을 설치했을 것이다.

천장에 동경을 고정시키는 감입 방식으로는 하

남 등주(鄧州) 복승사탑(福勝寺塔)이 대표적이다. 복승

사는 원래 ‘용흥사(龍興寺)’라 불렀으나, 명대 ‘복승사’

로 개칭되었다. 복승사는 송 천성연간(天聖年間)에 건

립되었으며, 원(元) 말 파괴되었다가 명대 다시 건설되

었다. 1988년 탑을 복원할 때 지궁이 발견되었으며, 지

궁비(地宮碑)의 내용을 통해 탑이 1023년에 건립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지궁에서는 금관, 은정(銀楟), 사리병 

및 아육왕탑 등이 발견되었다.34 이 탑의 지궁은 궁도

(宮道), 대문(大門), 통도(通道), 궁실(宮室) 4부분으로 조

성되어 있다. 궁실은 육각형으로 바닥은 네모난 벽돌로 

했으며, 벽면을 겹겹이 쌓아 천장을 조성했고 천장 가운

데 동경을 감입했다(그림 18). 감입은 경면이 아래에 오

도록 배치하여 지궁 내부를 비추는 형태이다. 묘실 중 

이와 같은 예는 호북(湖北) 영산현(英山縣) 모죽만(茅竹

灣) 송묘가 있다(그림 19). 묘는 수혈식으로 동경은 팔각 

석주로 두 공간으로 나뉜 전당의 천장에 각각 1매씩 감

입되어 있었다(그림 20). 서실과 동실로 나뉘는 이 묘는 

34 河南省古代建筑保護研究所·河南省文物研究所, 1991年 第6期, 「河南鄧州市福勝寺塔地宫」, 『文物』, p.38 ; 張廣華，唐新, 2019, 「佛国奇珍——河南鄧州

福勝寺塔地宫出土文物賞鑑」, 『收藏家』, p.75.

그림 16   감숙 장가천 송묘 동경 위치(현경)(甘肃省文物考古研究所·張家
川回族自治縣博物館, 2009年 6期, 「甘肃張家川南川宋墓發掘简
報」, 『考古與文物』, p.12.)

그림 17   구배문경, 남송, 지름 17.0㎝, 감숙 장가천 송묘 출토(甘肃省文物
考古研究所·張家川回族自治縣博物館, 2009年 6期, 「甘肃張家
川南川宋墓發掘简報」, 『考古與文物』 6期, p.17.)

그림 18   복승사 지궁 천장 감입 동경(河南省古代建筑保護研究所外, 1991
年 6期, 「河南鄧州市福勝寺塔地宫」, 『文物』, p.41.)

그림 19   영산현 모죽만 송묘 천장 감입 동경(黄岡地區博物館, 1988年 1期, 
「英山縣茅竹灣宋墓發掘」, 『江漢考古』, p.25.)

그림 20   영산현 모죽만 송묘 전당(前堂) 입면도 중 동경 위치(黄岡地區博物館, 

1988年 1期, 「英山縣茅竹灣宋墓發掘」, 『江漢考古』,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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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녀가 각각의 실에 안치되었으며, 이들의 위에 동경

을 설치한 것이다. 복승사탑 동경 역시 수미좌(須彌座) 

위에 놓인 사리장엄구를 비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궁

에 설치된 동경은 송대 묘실 천장에 설치한 동경과 방식

이 유사하며, 이는 묘실과 탑 지궁의 주요한 부분을 의

도적으로 거울이 비추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송대 묘에 거울을 걸어두거나 감입한 방식이 보이

는 예들은 대부분 공간이 있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높은 궁륭식(穹窿式) 혹은 찬첨식(攒尖式) 천장 형

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천장의 가장 높은 부분에 동

경을 매달거나 감입시켜 묘실을 비추게끔 설치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송대 탑 내 지궁의 구성방식과 유사

하다. 이는 탑을 부처의 무덤으로 인식했던 중국인들

이 묘실구성방식을 차용하여 지궁을 만들었기에 탑 내 

매달거나 감입한 동경들 역시 그 위치가 묘제의 형식

과 비슷하게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묘실에 동경을 벽면에 감입하거나 감입+현경 방

식이 동시에 이루어진 예는 송대에 찾기 어려우며, 대

부분 요대 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35 송대 묘실에 동경

을 벽에 매달거나 감입한 방식이 없는 반면, 탑에는 벽

에 동경을 감입한 예로 섬서 묘각사탑이 있다. 이 탑은 

1996년 백수현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지궁에서 출

토된 금은사리탑 명문을 통해 이 탑이 북송 백수현 묘

각사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36

현재 탑은 붕괴되어 지궁만 확인되는데, 탑기 중

앙에 위치한 지궁은 ‘凸’자형으로 통도, 궁실 두 부분으

로 나뉘어 있다. 지궁에서는 9점의 동경이 발견되었다. 

문양을 알아볼 수 없는 동경류로 원형 8점과 능화형 1

점이며, 크기는 8.4~21.6㎝로 다양하다. 능화형경을 

제외한 원형경들은 지궁의 동, 서, 북 3벽에 있으며, 

남측을 제외한 삼면에 동경을 감입했다(그림 21).37

동벽에는 일자로 3개의 동경을 배열했으며, 동경

의 크기는 10㎝, 20㎝, 10㎝로 큰 거울을 중심으로 작

은 거울을 양측에 배치했다. 서벽에는 14㎝ 크기의 1개

의 동경을 감입했으며, 북벽에는 22㎝의 큰 동경을 중

심으로 좌우, 아래에 작은 동경(10~12㎝)을 삼각형 형

태로 배열했다. 이 봉안 방식은 큰 동경을 중심으로 작

은 동경을 주변에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원형경을 벽

면에 감입하여 설치한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른 탑과 달리 지궁 내 석함이 없고, 지궁 가

운데 석탑이 있어 이를 비추기 위해 지궁을 짓기 전에 

계획하여 벽면에 동경을 안치했을 것으로 보인다.38 또

한 발견 위치를 알 수 없는 능화형경은 정지사탑과 같

이 천장에 붙이거나 매달아 놓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 

탑에서 발견된 동경은 송대 탑 내 동경 봉안방식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고 표현한 사례이다. 즉, 송대 탑 내 

동경은 묘실에 동경을 봉안하던 방식을 차용하여 다양

35 葛林傑, 앞의 논문, p.92.

36 陝西省考古研究所, 2005年 4期, 「陕西白水北宋妙覺寺塔基及地宫的發掘」, 『考古與文物』, p.14.

37 陝西省考古研究所, 위의 논문, p.29.

38 묘각사탑의 지궁은 조성 당시 동경이 들어갈 부분을 비워두고 벽돌을 쌓았다는 점에서 탑 건축 당시 동경 감입을 염두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1   섬서 묘각사탑 지궁 벽면 동경 배치 및 입면도(陕西省考古研究所, 

2005年 4期, 「陕西白水北宋妙覺寺塔基及地宫的發掘」, 『考古與文
物』,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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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에 동경을 배치했으며,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

용되었다.

오대~송대에는 동경 사용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신도들의 염원을 담아 명문이나 묵서 혹

은 선각문을 새겨 탑 내 봉안하는 봉안품으로 사용했

다. 불교에서 거울은 밝고 맑은 이미지의 신물이며, 공

양구로써 사용되었고, 불교신도들 역시 비범한 용품

으로 여겨 중요시했다. 이는 거울이 일상용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거울이 갖고 있는 함의를 표현한 것으로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거울’의 의미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불교경전에는 거울 속에 비친 형상, 명경(明鏡)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다. 경전에 동경들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법기이자, 장엄하는 장엄구로서의 의미를 갖

고 있다.39 다양한 경전에 등장하는 거울은 하나의 의미

로 사용되기보다는 여러 특성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사

용되었다. 거울은 대상을 비추는 역할을 통해 상징성

을 갖게 되었으며, 종교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즉, 불교에서 거울은 밝고 맑은 이미지를 

상징하며, 실제적으로는 부처에게 자신의 바람을 투영

하고자 하는 도구로 탑에 봉안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목적은 탑 내 동경을 설치해 탑 내부

를 밝혀 나쁜 기운을 막는 용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묘실 천장에 묘주를 보호하기 위해 동경을 설치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경이 갖는 밝고 맑은 의

미는 탑 내 사리와 공양품을 지키는 기능이 부여되었

을 것이며, 이는 당시 묘실 내 동경 봉안 방식을 차용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방으로 이루어진 묘실

의 천장 대부분이 높았으며, 탑의 지궁 역시 넓은 공간

과 함께 높은 천장으로 구성되었다. 비슷한 공간구성

으로 인해 동경은 실내를 모두 비출 수 있는 위치에 배

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천장 꼭대기 부분에 감입하

거나 매달아 놓았다. 거울이 갖는 ‘비추다’, ‘보다’라는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을 보게 하는 용도를 뜻하며, 이

는 불교에서의 ‘관(觀)’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거울은 지궁 내에서 불교적 의미를 내포한 공양품으로 

사용되어, 사리함을 둘러싸듯 배치하거나 지궁 벽면과 

천장에 동경을 배치한 것은 결국 사리를 중심으로 이

를 보호하거나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동경이 사용된 것

으로 판단된다. 즉, 거울을 탑 내 봉안한 목적은 공양

자의 발원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면서 탑 

내 직접 설치함으로써 내부를 비추어 사리를 보호하

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Ⅴ. 맺음말

탑에서 발견된 동경은 단순 공양품으로 여겨져 동

경 연구에서도 크게 관심 받지 못했다. 그리고 탑 내 

봉안 동경 연구는 오월국 탑에서 발견된 선각불상문경

에 집중되어 있어, 탑 내 봉안 동경에 대한 전반적 특

징을 알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오대~송대 시기 많은 

탑들에서 발견된 동경이 목적을 갖고 봉안되었을 것으

로 생각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봉안 위치와 방식

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당 말에서 양 송대까지 건

립된 탑 46기 중 동경을 봉안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한 결과, 탑들은 오월국의 영향이 강했던, 절강, 소주, 

하북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경은 오대 오월국부터 집중적으로 봉안되기 시작하

여 북송대를 거쳐 남송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다.

동경을 공양품으로 탑 내 봉안한 사례는 당대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대표적 예로 법문사탑에서 발

견된 평탈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당대 탑 내 동경을 

봉안하던 경향을 이어받은 오대 오월국은 동경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탑 내 봉안했다. 이 시기 탑 내 봉안 

39 『摩訶僧祈律』, 『金光明最勝王經』, 『陀羅尼集經』,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등 경전에는 동경을 밝고 맑게 비추는 것에 대해 비유하거나, 의식용, 장엄용

으로 사용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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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의 종류와 수가 증가했으며, 동경의 경면에 선각

으로 도상이나 명문을 새겼다. 그리고 동경과 함께 금

속 아육왕탑을 제작했고, 「보협인다라니경(寶篋印陀羅

尼經)」과 봉안함으로써 오월국 탑만이 갖는 특징을 갖

추었다. 송대에는 앞선 시기의 탑 내 동경을 봉안하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송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특

징이 발현되었다. 송대 탑에서는 선각문경과 같은 오

월국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봉안 위치와 방식

에서 변화가 보였다. 

오대~송대 탑 내 봉안 동경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발견된 동경은 주로 원

형의 소문경이며, 그 외에는 당대 유행했던 동경류인 

화조문경, 서수포도문경 등이 있었다. 이 시기 소문경

과 당대 동경이 다수 봉인된 까닭에 대해 본고에서는 

당시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보았다. 소문경은 크기가 

작아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생활용품으로 구하기 쉬웠

으며, 벽사용으로 소지했다는 점에서 개인 발원의 성

격을 갖고 탑 내 봉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소문

경은 앞, 뒷면에 문양이 없어 도상이나 명문을 새기기 

용이해 발원내용을 적거나 새겨 공양품으로 사용한 것

으로 판단했다. 당대 동경이 많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

서도 송대 사회 분위기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았다. 

북송 이래 귀족사회에서는 방고동기에 대한 관심이 높

았고, 당시 당대 동경을 가치 있게 여긴 송대 황제로 

인해 당대 동경은 귀하게 여겨졌고, 탑 내 공양품으로 

봉안되었다.

본고에서는 탑 내 동경 봉안 양상에 중점을 두었

던 만큼 그 방식에 대해 분석했고, 이를 크게 감입하는 

방식(감입경)과 매다는 방식(현경)으로 분류했다. 이 

시기 탑 내 공양품으로 봉안한 동경류는 지궁 바닥이

나 석함 등에 공양품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감입경과 

현경은 천장이나 벽에 고정하거나 매달아 놓는 방법으

로 목적을 갖고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당시 묘실 내 봉안된 동경을 놓아둔 방식과 유사하기

에 이에 비교 분석했다.

탑 내 동경을 천장에 매달아 놓은 예는 적은 편이

며 대표적으로 정주 정지사탑이 있다. 이 탑에서 발견

된 동경은 뉴에 고리 흔적이 있었으며, 지궁 석조지붕 

역시 고리조각이 있어 동경을 매달았음을 추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묘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대표적 

예로 감숙 장가천 송묘가 있다. 그리고 천장 벽에 끼

워 넣거나 고정시킨 감입방식의 예로 하남 정주 복승

사 탑을 살펴보았다. 이 탑에서 발견된 동경은 지궁 천

장 가운데 동경의 경면이 지궁 내부를 비추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 묘실 중 이와 유사한 예는 호북 영산현 

모죽만 송묘가 있다. 이 묘에서 발견된 동경 역시 묘실 

천장에 감입방식으로 고정했다. 이러한 설치방식은 지

궁이나 묘실 내 안치된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거

울이 비추게 했음을 밝혔다.

백수현 묘각사탑은 그 예를 찾기 힘든 사례로 입

구가 있는 벽을 제외한 3면의 벽에 동경을 각각 다른 

위치에 감입 방식으로 설치했다. 이 거울들은 지궁 가

운데 석탑을 비추고 있어 탑을 보호하는 역할로 보았

으며, 이는 설계 당시부터 계획되었음을 추정했다. 

오대~송대 탑 내 봉안 동경에 대해 여러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봉안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

다.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경 봉안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부족하기에 그 목적을 봉안품과 탑 

내 지궁을 지키는 용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을 담아 탑 내 동경을 봉안했던 

만큼 그 의도는 분석한 내용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추후 새로운 

자료들이 축적되어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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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

  • 金剛智譯, 『大正新脩大藏經』,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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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s and Patterns of Bronze Mirrors 
Enshrined in Pagodas during the Five Dynasties 
and the Song Dynasty

Bronze mirrors found in pagodas were regarded as simple offerings and thu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studies. Furthermore, the few studies on bronze mirrors enshrined in pagodas have focused on the line-engraved 

mirrors found in the pagodas of  the Kingdom of  Wuyu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bronze mirrors enshrined in the pagoda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bronze mirrors found 

in many pagodas in the Kingdom of  Wuyue and the Song dynasty were enshrined for a specific purpose. To 

explore this assumption and accurately understand the artifacts, this study focuses on the location and method of  

enshrinement.

The number of  bronze mirrors enshrined in pagodas increased during the Kingdom of  Wuyue, with the mirrors 

expressing statues and inscriptions related to Buddhism rather than being simple offerings. This shows that the 

purpose of  the bronze mirror changed.

The influence of  the Kingdom of  Wuyue continued during the Song dynasty; however, the pattern of  bronze 

mirror enshrinement changed due to the culture and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The most common types of  

enshrined bronze mirrors were plain, and bronze mirrors from the Dang dynasty were also used consistently. Plain 

bronze mirrors were used more frequently in this period despite the lingering influence of  the Kingdom of  Wuyue 

because it was less laborious to engrave images and inscriptions such as the inscription of  Buddha. Additionally, 

bronze mirrors were valued during this period because of  the attention toward the imitation of  the archaic bronze(仿

古銅器) of  the Song dynasty and the influence of  the emperor. Moreover, it is believed that bronze mirrors were 

enshrined in pagodas as offerings as they were deemed valuable at the time.

There was a change in the method of  enshrining bronze mirrors in pagodas during the Kingdom of  Wuyue 

and the Song dynasty. During this time, bronze mirrors that were positioned on the floor or in iron boxes were 

intentionally attached to walls or hung from the ceiling. This method was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attaching to 

walls or the ceiling(嵌入鏡) and hanging from the ceiling(懸鏡). A typical example of  hanging a bronze mirror from 

the ceiling can be seen in the Jingzhisa Temple Pagoda, and Teng County’s Fushengsa Temple Pagoda contains an 

example of  attaching a bronze mirror to the ceiling. The methods of  hanging or attaching bronze mirrors to the 

ceiling were closely related to the methods employed in Chinese tombs. Song dynasty burial chambers had a high 

and wide structure, so to defend against evil spirits(辟邪用), bronze mirrors were used to protect the burial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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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ze mirrors were, therefore, placed high to illuminate the burial room. This was achieved in the ways mentioned 

above. As underground chambers became wider and higher, mirrors also protected the important areas of  the 

chambers and illuminated the interiors. Thus, it is believed that the methods of  enshrining bronze mirrors in the 

pagodas during the Kingdom of  Wuyue and the Song dynasty arose from the method of  enshrining bronze mirrors 

in tombs at the time. Thereafter, pagodas, such as the Miaojuesa Temple Pagoda, in which the placement of  a bronze 

mirror was actively considered from the design stage were constructed.

Keywords     the Kingdom of Wuyue, Song dynasty, pagoda, enshrinement, bronze mirror

Received  2021. 12. 17.      Revised  2022. 1. 17.      Accepted  2022. 5. 10.

4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5 No.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