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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글에서는 익산 왕궁리 5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중 사리용기 제작 기술
을 분석하여 제작 시기 및 제작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사리용기와 함께 출토
된 유리기와 이외의 사리공양구의 구성을 신라·백제 사리장엄구와 비교하였다.
Ⅱ장에서는 사리장엄구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본 다음, 익산 왕궁리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자들은 사리용기 표면에 시문된
문양의 비교사적 검토와 <觀世音應驗記>를 근거로 제작 시기를 비정하였다.
Ⅲ장에서는 사리용기 제작 기술 중 표면제작기법에서 확인되는 제작 기술적 속성을 검
토하고 제작지가 밝혀진 신라·백제 사리용기와 비교하였다. 왕궁리 사리용기는 백제에서
제작된 왕흥사, 미륵사 사리용기 제작 기술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새로운 기법
인 어자문 C형을 확인했다.
Ⅳ장에서는 유리기와 그것을 안치한 대좌, 사리공양구의 구성을 신라·백제 사리장엄구
와 비교하고, 왕궁리 유적의 기능변화의 측면에서 왕궁리 사리장엄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신라 사리장엄구 방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왕궁리 사리용기는 백제 사리용기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신라 사리장엄방식이
전파된 7세기 후엽, 통일신라 대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익산 왕궁리, 신라, 백제, 사리장엄구, 제작 기술, 기술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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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사리장엄구 는 주로 미술사에서 다루어왔던 연구 대상이다. 고고학에서는 김낙중
(2017: 123-146)이 언급한 것과 같이 금속공예품의 변천과 편년 연구의 기준 자료로 복식
품 형태 및 의미 변화 연구의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로 다루어져 왔다. 왕흥사, 미륵사 사
리용기는 명문이 새겨져 있거나, <금제사리봉영기>가 출토되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공반된 공양구 등은 백제의 금공품 연구만이 아니라 고분을 편년하는 데도 중요
한 고고학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익산 왕궁리 사리용기에는 명문이나 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공반되지 않아
백제, 통일신라, 후백제 등 제작 시기 및 제작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백
제 지역의 왕흥사, 미륵사 사리용기와 달리 명문이 출토되지 않고 사리용기 기형 역시 상
이하여 제작 시기 및 제작지에 대한 정확한 비정이 어렵다. 최근 삼국시대 용문투조대장
식구의 관찰을 통해 제작 기술을 분석하고 제작공정 및 금공품의 생산과 유통을 설명한
연구가 있다(김도영, 2019: 72-107). 마찬가지로 금속기인 사리장엄구 제작 기술의 관찰
및 분석을 통해 제작 시기 및 제작지를 비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익산 왕궁리 유적 기능의 변화, 왕궁리 5층 석탑의 조탑, <銀製鍍金金剛經板>의 서
체, <觀世音應驗記> 등도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를 비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리
용기에 시문된 금공기술의 분석이야말로 제작 시기 및 제작지를 비정하는 데 있어 결정
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본 연구의 대상은 왕궁리 사리장엄구 를 중심으로 황룡사, 분황사, 송림사, 감은사,
왕흥사, 미륵사, 구황동, 나원리, 傳 남원, 불국사 사리장엄구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
는 삼국시대 최초로 확인되는 황룡사 사리장엄구를 상한으로 6세기 중엽부터 사리용기
3)

재질로 금·은이 아닌 납석으로도 제작되기 시작하는 8세기 중엽 을 하한으로 하겠다.
연구방법은 Ⅱ장에서 먼저 6~8세기 사리장엄구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시대별
로 간략히 살펴보고, 익산 왕궁리 사리장엄구 연구사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Ⅲ장에서는

1) 사리장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경미, 2004,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14-43을 참고하길 바란다.
2) 익산 왕궁리 5층석탑 1층 옥개석 2개의 사리공에서 각각 사리장엄구가 확인되었다. 동쪽 사리공에서는 금동사리외함, 은제사리내
함, 유리병, 서쪽 사리공에서는 금동외함, 금동내함, <금강반야바라밀경>이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동쪽 사리공에서 출토
된 사리장엄구를 왕궁리A, 서쪽 사리공에서 확인된 사리장엄구를 왕궁리B라 부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는 것은 왕궁리A사리용기이다.
익산 왕궁리 사리장엄구 출토정황에 대해서는 趙源喬, 2009, 「益山 王宮理 五層石塔 발견 舍利莊嚴具에 대한 硏究」, 『백제연구』
49, 61-9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65-66을 참고하길 바란다.
3) 永泰二年銘(766년)납석제사리호를 기준으로 8세기중엽부터 납석제 사리호가 출현하다고 보고 있으나, 한정호(2011)는 9세기
전반까지 내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기존의 통설에 따라 8세기 중엽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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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용기 동체부에서 확인되는 표면제작 기술의 속성들을 살펴보고 형식을 분류함으로
써 신라, 백제 사리용기 제작 기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도출된 형식을 통해
왕궁리 사리용기 제작 기술에서 확인되는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 본 왕궁리 사리용기의 제작 기술에서 확인되는 특징과 왕궁리 유적의 기
능변화, 유리기, 사리공양구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작 시기 및 제작지를
비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왕궁리 사리용기의 제작 기술적 의의에 대해 간략히 언급
하고자 한다.

Ⅱ.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 연구사 검토
사리장엄구 연구는 시대별로 크게 80년대 이전과 이후, 200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80년대 이전 초기 사리장엄구 연구는 발굴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의 논문
이 주를 이루었다(梅原末治 1950; 李弘直 1954; 金載元·尹武炳 1961; 金元龍 1963; 李殷
昌 1964; 朴日薰 1964, 1965; 秦弘燮 1966; 金禧庚 1970, 1975; 張忠植 1976; 金禧庚 1978;
黃壽永 1966a, 1966b, 1973a, 1973b, 1973c; 文明大 1975).
1980·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전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적별 연구와 함께 신라지
역을 중심으로 사리용기의 형식, 사리장엄방식 등 사리장엄구 변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金禧庚 1983; 김연수 1999), 이전에 보고된 자료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진행되었
다(金姸秀 2000; 申大鉉 2000, 2002, 2003; 李蘭英 2000; 崔元禎 2000; 韓政鎬 2001, 2006,
2007, 2008a, 2008b; 朱瑛熙 2002; 周炅美 2002, 2004, 2007, 2008, 2009; 姜友邦 2003; 趙由
典 2003; 孫信榮 2006).
2007년부터 백제지역에서 왕흥사, 미륵사 사리장엄구가 연이어 출토됨으로써 이전까
지 제석사지, 능사 등과 같은 寺址에서 확인되는 사리장엄의 흔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
론해 오던 백제 사리장엄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申大鉉 2006; 정자영
2008; 신대현 200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김용민 외 2008; 李漢祥 2009a, 2009b; 趙
源喬 2009; 배병선 외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최근에는 신라와 더불어 백제지역 사리장엄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낙중
2017; 田尙勳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이송란 2011;
한민주 2012;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周炅美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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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b, 2016, 2017, 2018a, 2018b; 金埈永 20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忠南大學校 百濟
硏究所·한성백제박물관 2014).
이상과 같이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사리장엄구 연구는 사리장엄구의 특징, 외형을
기준으로 한 사리용기와 사리장엄방식의 변천 과정, 기존에 보고되었던 자료의 재검토
등과 같은 연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익산 왕궁리 사리장엄구의 제작 시기에 관한 연구자로는 주경미(2003: 22), 한정호
(2005), 趙源喬(2009), 김낙중(2017: 131-137)을 들 수가 있다.
주경미(2003: 22)는 통일신라시대 불사리장엄구의 금공 기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왕궁
리 사리장엄구는 금강경판의 타출방식, 사리함의 어자문 시문기법 등 통일신라시대 사리
장엄구 금공 기법과 유사하므로 8세기 후반~9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한정호(2005)는 금제사리내합에 시문된 삼릉심엽형화문(三稜心葉形花紋), 어자문 등 문
양을 근거로 왕궁리 사리장엄구 시기를 7세기 전반이라 주장했다. 어자문 기법은 감은사,
불국사 등 신라 사리장엄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으며, 백제 계미명삼조불상, 김제출
토 銅製壓出佛型, 금동보살입상의 어자문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삼릉심엽형화
문은 부여 능산리고분 출토 금동투조금구, 금동관장식, 익산 쌍릉 출토 금동관장식, 나주
복암리 5호분 출토 규두대도, 나주 복암리 7호분 출토 금은장규두대도, 부여 하왕리 은제
병유리구,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동제장식구 등 사비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점 등과 비교
하여 백제 무왕의 승하를 전후한 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7세기 중반
으로 편년되는 일본 법륭사(法隆寺) 사천왕상, 옥충주자 등에도 삼릉심엽형화문이 확인
되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趙源喬(2009)는 사리함, 사리병, 불경함, 불상, 유리구슬, 방울, 향목, 금동, 금강반야바
라밀경 등 사리용기뿐만 아니라 왕궁리 사리장엄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900년에 제작
되었음을 주장했다. 왕궁리 사리함은 방형으로 통일신라시대 불국사, 고려시대 서산 보
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 등과 유사하며, 연화화생을 표현한 도상과 연꽃문양, 어자문 등
은 통일신라시대 황룡사지, 불국사, 청양 도림사지 사리함 등과 비교할 수 있지만 기형과
문양에서 왕궁리 사리용기는 단순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사리병은 통일신라시대 전통
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도자기 기형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불상은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시대 초기 불상양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광배에서 백제 양식이 확인되는 것을
통해 백제 양식이 이후에도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서체를 분석하
여 백제 무령왕릉 묘지, 사택지적비 등과는 차이가 있으며, 9세기 말에 제작된 해인사 길
상사 탑지,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등의 서체와 유사함을 지적했다.
김낙중(2017: 131-137)은 최근 발굴을 통해 백제사찰로 밝혀진 제석사지와 미륵사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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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통해 『觀世音應驗記』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왕궁
리 금제사리내합에 짧은 선이 채워진 연화문과 어자문 등 문양이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뿐
만 아니라 부여 능산리 중상총 출토 관장식, 부여 하황리 출토 은제병부유리구, 나주 복
암리 3호분 5호 석실 규두대도 등과 비교했을 때 백제 때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문제 제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궁리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에 관한 논의는 사리용기
표면에 시문된 문양, 왕궁리 탑, 유리병, 향목 등을 근거로 백제와 후백제(900년), 통일신
라시대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양에 대한 문제이다. <그림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백제 웅진·사비기 금공품
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이 왕궁리 사리용기에서도 확인된다. 이 문양을 두고 연구자마다 삼
릉심엽형화문, 연화문 등 부르는 용어와 분석관점이 다르다. 이송란(2012)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양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문양의 기원과 수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
4)

어야 한다.

둘째, “단순하다”, “운동감이 부족하다”, “소략하다” 등 문양 비교를 하는 객관적인 기준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문양의 명칭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유물을 관
찰·분석할 때에 관찰자(연구자)의 주관이 이입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논지전개의 근
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문양 자체의 비교사적 연구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문양의 제작 기법 분석이라 생각한다.
셋째, 趙源喬(2009)는 왕궁리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를 후백제(900년)로 보고 후백제까지
백제 양식의 제작 기술 전통이 계승된다고 보고 있다. 백제 멸망 이후에도 백제 양식의
전통이 계승된다는 접근은 주목할 만하지만, 후백제(900)까지 금공품, 기와 등 여타의 유
물 등에서 그 계보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약 25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백제 양식이 계승되었다고 보기에는 간극이 너무 크다.
넷째, 한정호(2005), 김낙중(2017)은 삼릉심엽형화문과 어자문 등이 시문된 규두대도,
은제병부유리구, 사리장엄구 등에서 확인된다는 것을 언급했다. 또, 왕궁리 사리장엄구
뿐만 아니라 일본 법륭사 등의 유물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백제 사비기에 제작되었을 것

4) 후술하겠지만, 백제 웅진·사비기에 유행한 연화문은 앞선 시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문양의
기원과 수용이 연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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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는 견해는 다양한 유물을 근거로 한 비교사적 연구의 적절한 접근이라 생각
한다.
그러나 백제 사비기에 유행한 문양이나 제작 기술이라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백제 사비
기대로 보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신라지
배방식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제 멸망(660년) 이후에도 기존의 백제 묘제
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여 사비도성과 그 인근지역에서는 8세기 전엽 이후에
들어서야 북나성 석실묘, 합정리 문냉이골과 같은 신라 석실이 확인된다(서현주 2017).
또 신라와 접경 지역이지만 청주 신봉동1호분, 청원 주성리1호분과 같이 백제 횡혈식석
실분에 신라토기가 추가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山本孝文 2003). 이를 볼 때, 한정된 시기
에 유행한 형식 혹은 문양이 확인되는 고고자료의 연대(제작 시기)를 비정하는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周炅美(2014a), 최종규(1992) 등의 연구에서 백제·신라 사리장엄구 비교를 통
한 접근이 일부 있었지만, 어떠한 기술적 요소들이 교류 혹은 전파에 의해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한 관계사적 연구가 미흡하다.
이상과 같은 왕궁리 사리장엄구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문양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리용기에 시문된
문양의 제작 기술을 분석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작 시기를 비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Ⅲ. 제작 기술 속성 검토 및 형식 설정
1. 속성 검토
사리장엄구는 불교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금속공예품이다. 704년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이 도입된 후 사리장엄방식이 바뀌게 된다(주경미 2011). 다라니 도입 이전과 후를 시간
적 획기로 설정하고 제작 기술적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존 사리장엄구 연구에서는 외형, 문양, 재료, 봉안방식 등을 주요한 속성으로 삼았으
며 비교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표 1>과 같이 사리용기의 외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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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연구자들이 설정한 속성과 분류 안
연구자

속 성

김희경(1970)

외형

殿閣形, 浮屠形, 箱子形

외형

殿閣形, 浮屠形, 箱子形, 壺形

문양

神將像, 蓮瓣紋唐, 草紋, 寶相花紋, 雷紋

김은주(1986)

분류 안

재료
강순형(1987)

외형

신대현(2000)

외형

한정호(2007)

금, 은, 동, 청동 등
覆鉢塔형식(Ⅰ,Ⅱ, Ⅲ형식), 8角塔형식, 寶殿형식, 樓閣(寶樓)형식,
折衷형식, 棺函형식, 尖蓋壺盒형식, 圓盒형식, 圓筒盒형식, 方盒형식
寶閣形 양식, 箱子形 양식, 壺盒形 양식, 覆鉢塔形 양식,
多角堂形 양식, 棺函形 양식

외형

建築形, 箱子形, 壺形

봉안방식

4중, 3중, 2중

사리용기는 여타의 그릇과 같이 용도와 의도에 따라 외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형은 중요한 제작 기술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6~8세기 확인되는 사리장엄구
는 현재까지 신라·백제 지역을 다 포함해도 11개 유적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정형화된 형태의 변천을 파악한다는 것
은 어려우며 자칫 너무 많은 형식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 사리용기
의 외형은 속성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제작 기술적 속성은 크게 성형기법과 표면제작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형기법으로
는 사리용기의 형태, 조금기법, 외형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금속판 개수와 면을 접합하
는 기술(땜질), 모서리 결합형태, 보강대·리벳의 사용 여부 등이 있다. 표면제작기법으
로는 투조, 선조기법, 문양을 새기기 위한 금속판의 공간 구획, 어자문 등이 있다. 그 외
에도 재질과 사리용기의 특징인 용기의 중첩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본고에서
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리용기의 제작 기술적 속성 중 표면제작기법을 중심으로 살
5)

펴보도록 하겠다.

<표 2> 사리용기 제작 기술적 속성
성형기법

표면제작기법

① 외형 ② 조금기법 ③ 금속판 개수

① 투조 ② 구획

④ 땜질 ⑤ 모서리 결합 ⑥ 보강대

③ 어자문

⑦ 리벳 ⑧ 대좌

④ 선조

기타
① 재질
② 중첩정도

5) 보고서 및 도록에서 사리용기 제작에 있어 다양한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제작기법만을 선정한 이유는 본고의 연구방법인
유물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제작 기술의 특징들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표면제작기법 이외 사리장엄구 속
성에 대해서는 박정현(2015: 10-33)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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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획선

<그림 1> 구획선 無(① 황복사지), 有(② 나원리)

사리용기 표면에 문양을 시문할 때 일정 공간을 구

<표 3> 구획선 有·無

획하기 위해 사전에 구획선을 시문하기도 한다. 사리

구획선
無

용기 표면을 제작하기 전 전체적으로 문양을 시문하기
위한 일정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양을 시문하
기 위한 도안 혹은 같은 문양이 시문된 다른 유물을 제
작했던 공인의 참여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흥사, 미륵사지 등 백제
사리장엄구의 특징은 일정한 구획선을 그은 뒤 문양을

황룡사

●

분황사

●

왕흥사

●

미륵사

●

왕궁리A

●
●

왕궁리B
구황동

●

시문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신라 황룡사, 분황사 사리

나원리

장엄구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다. 구황동 사리장엄구

송림사

●

감은사(東)

●

감은사(西)

●

는 구획선을 긋지않고 문양을 시문하였다. 이것은 초

有

●

기 신라 사리장엄구에 문양을 시문할 때 구획선이 시

불국사

●

문되지 않고 구황동 이후 즉, 8세기 중엽부터 제작되

傳 남원

●

는 사리장엄구에서는 구획선이 확인된다(박정현 2015:
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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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조

<그림 2> 透彫를 통한 문양 시문(① 송림사, ② 불국사, ③ 감은사)

투조기법은 금속판을 문양에 따라 오려내는 것을 말

<표 4> 투조문양 속성 분류

한다. 문양을 두고 바탕으로 잘라 내거나(地透), 바탕
으로 두고 문양을 잘라 내는(文樣透) 기법이 있다(이난
영 2012: 50-53). 관, 식리, 대장식구 등 삼국시대 금공
품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금공 기법이다.
사리용기에서는 사리를 직접 보기위한 의도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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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황룡사

●

분황사

●

왕흥사

●

미륵사

●

왕궁리A

●

왕궁리B

●

구황동

●

有

6)

된 보장(寶帳)형 에서만 확인되며, 다른 사리용기에서

無
나원리

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사리용기의 제작의도

有

●

송림사

●

감은사(東)

●

감은사(西)

●

않고 투조기법 시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

불국사

●

하고자 한다<표 4>.

傳 남원

●

와 관련된 기법이라 할 수 있다(박정현, 2015:103-109).
본고에서는 투조기법을 地透와 文樣透를 구분하지

3) 어자문
<표 5> 어자문 有·無
無

<표 6> 어자문 유형
有

點列

황룡사

●

황룡사

분황사

●

분황사

왕흥사

●

왕흥사

A형

B형

●

미륵사

●

미륵사

●

왕궁리A

●

왕궁리A

●

왕궁리B

●

C형

●

왕궁리B

구황동

●

구황동

●

나원리

●

나원리

송림사

●

송림사

감은사(東)

●

감은사(東)

●

감은사(西)

●

감은사(西)

●

불국사

●

불국사

●

傳 남원

●

傳 남원

●

●
●

●
●

어자문 기법은 어자문용 정(누깔정, 방울정)을 사용해 금속 표면에 위에서 아래로 두드
려 눌러 원문을 찍는 것을 말한다(이난영 2012: 115-122). 사리용기의 표면에 원문은 대부
분 어자문용 정으로 시문한 어자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기존의 통설과는 다른 어자문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 및 분석이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이난영(2012: 115-122)의 연구에 따라 어자문용 정을 통해 원문이 시문된 형
식을 A형식으로 설정한다. B형식은 A형식과 같은 기법(어자문용 정)으로 시문되었지만
원문을 이중으로 표현한 것이다. C형식은 원문을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어자
문용 정으로 눌러 찍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정을 이용해 선조기법으로 원문을 파낸 것을

6) 보장형 사리기 용어 문제는 김연수, 2000, 「韓國 舍利器에서의 ‘寶帳’ 형식에 대한 考察」, 『美術資料』 65, 35-62, 국립중앙박물관.
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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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왕궁리, 傳 남원 사리용기에서만 확인된다<표 6>.
어자문 A·B형은 지속적으로 시문되기 때문에 어자문 기법을 통해 시간적 변화를 알
수는 없지만, 어자문 C형과 같이 새로운 시문기법을 통해 원문을 시문하는 방식이 확인
되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라 생각한다.

<그림 3> 어자문 A형(①감은사, ②나원리), B형(③미륵사), C형(④왕궁리)

4) 선조
선조기법은 선이 이어지는 모양과
사용하는 공구의 형태에 따라 점선

蹴彫
황룡사

點列

●

毛彫

분황사

의 형태로 구분한다(이난영 2012:

왕흥사

●

51-53).

미륵사

●

왕궁리A

●

왕궁리B

●

의 형태를 기준으로 했지만 정의 사

구황동

●

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

나원리

●

여 ‘정’을 이용해서 문양을 찍느냐 새

제36호

●

●

송림사
감은사(東)

합인조

●

조기법, 모조기법, 축조기법 등 ‘정’

선조기법을 구분할 때 이난영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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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선조기법 속성분류

●

●

기느냐와 같이 시문 방식에 따라 시
문되는 문양의 세부모습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선조기법의 개념에 있

蹴彫

點列

감은사(西)

●

불국사

●

●

傳 남원

●

●

毛彫

합인조
●

어서 ‘정’의 형태와 시문하는 방식 등
을 모두 고려한 鈴木 勉(2004: 191-192)의 의견에 따라 蹴彫·點列·毛彫·합인조技法으
로 구분하고자 한다<표 7, 그림 4>.

<그림 4> 線彫기법(鈴木 勉, 1998, 『ものずくりと日本文化』, 191 圖 a·b·c·d 인용 후 수정)

① 축조기법(蹴彫技法)은 ‘정’의 끝을 집의 지붕처럼 생긴 강철 끌을 사용해, 그것을 비
스듬히 기울이고 머리를 망치로 치는 방법이다. 작은 삼각형의 흔적이 생기며, 떨어져서
보면 연속적 선으로 보인다. 정의 끝은 둥근 것과 날카로운 것 2가지 형태가 있다.
② 점열기법(點列技法)은 ‘정’의 끝이 원만한 침상의 정을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방법이
다. 點文樣이 나란히 있으며 떨어져서 보면 연속적 선으로 보인다.
③ 모조기법(毛彫技法)은 蹴彫技法, 點列技法, 합인조技法과 달리 소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깎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찌꺼기가 나온다. 그리고 시문된 문양의
세부 사진을 보면 단면 삼각형의 시문 흔적이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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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인조技法은 ‘정’의 끝의 모양이 조개와 유사한 형태의 정을 비스듬히 세워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찌꺼기를 내지 않고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선을 시문할 수 있다. 이것도
정의 끝을 날카롭게 한 것과 둥글게 한 것이 있다. 또, 축조 정의 모양을 원호형태로 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므로 축조의 한 종류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2. 형식 설정
<표 8> 사리용기 속성에 따른 속성 배열 및 형식
투조

속성
출토지

無

구획선
有

無

선조기법
有

蹴彫

點列

毛彫

분황사

●

●

황룡사

●

●

왕흥사

●

●

●

합인조

어자문

형식

Ⅰ

미륵사

●

●

●

A, B

왕궁리A

●

●

●

A, C

왕궁리B

●

구황동

●

나원리

●

●
●

●
●

●

Ⅱ

●

●

●

點

●

A

●

송림사

●

●

감은사(東)

●

●

●

●

A

감은사(西)

●

●

●

●

A

불국사

●

●

●

●

●

A, B

傳 남원

●

●

●

●

●

A. C

Ⅲ

點

Ⅳ

Ⅰ형식은 분황사, 황룡사 사리장엄구이다. 제작 기술에서 별 다른 특징은 확인할 수 없
다. 초기 신라 사리용기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금속합의 기형과 제작 기술이 그대로 사용
된다(周炅美a 2014: 193-194)
Ⅱ형식은 왕흥사, 미륵사, 왕궁리A·B 사리장엄구이다. 왕흥사, 미륵사 사리장엄구는
명문과 봉안기를 통해 백제 사비기에 제작된 것으로 동체부에 구획선을 시문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모조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는데, 왕궁리A·B 사리용기에서도 유사한 표면제
작 기술이 확인된다. 미륵사 사리용기에서는 어자문A·B형이, 왕궁리A 사리용기에서는
A형과 함께 새로운 어자문 기법인 C형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Ⅲ형식은 구황동, 나원리 사리장엄구이다. 형식자체의 공통적인 제작 기술적 특징은 없
지만, Ⅰ·Ⅳ형식의 제작 기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삼국 통일 전·후의 신라 사리용
기 제작 기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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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형식은 보장형 사리용기로 송림사, 감은사東·西, 불국사, 傳 남원 출토품이다. 사리
용기의 외형이 보장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조기법이 확인되는 공통점이 있다. 송림
사, 감은사東·西에서는 구획선이 확인되지 않지만, 불국사, 傳남원 출토품에서는 구획
선이 확인된다. 가장 이른 시기로 생각되는 송림사 사리용기에서는 어자문이 아닌 점열
문이 시문된 것이 특징적이며, 傳 남원 출토품에서는 왕궁리A 사리용기에서 확인되는 어
자문C기법이 확인된다.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왕궁리 사리용기 제작 기술은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이 아
닌 백제 사비기에 제작된 왕흥사, 미륵사 사리용기 제작 기술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왕궁리 사리용기 제작 시기 및 기술적 특징
1. 제작 시기
사리장엄구의 연대는 <표 9>와 같다. 본 장

<표 9> 사리장엄구 연대

에서 다룰 내용은 왕궁리 사리용기의 제작 시

사리장엄구

봉안연대

기이다. 사리장엄구를 발원하는 과정은 사리

왕흥사

백제(577)

분황사

신라(634)

황룡사

신라(646)

미륵사

백제(637)

용기의 제작뿐만 아니라 탑의 중수, 종교적
의례 행위 등 여러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하지만 사리용기는 사리장엄구의 발원이라
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리용기의 제
작 시기는 사리장엄구가 봉안되는 연대보다
는 당연히 이를 것이나 그리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왕궁리 사리장엄구의 제작 시기 및 제작

송림사

신라, 통일신라

왕궁리A

백제, 통일신라, 후백제, 나말려초

왕궁리B

백제, 통일신라, 후백제, 나말려초

감은사(東)

통일신라(682)

감은사(西)

통일신라(682)

불국사

통일신라(751)

나원리

통일신라(8세기 중엽)

傳 남원

통일신라(8세기 후반)

지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백제, 통일신라, 후백제, 나말여초 등 연구자
마다 제작지 및 시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사리용기 제작 기
술을 중심으로 왕궁리 유적의 기능변화, 왕궁리 유적의 기능변화, 유리기와 대좌, 사리공
양구의 구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왕궁리 사리용기 제작 시기 및 제작지를 비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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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왕궁리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
연구자

제작 시기

근 거

黃壽永(1966a, 1966b)

나말려초(10세기)

塔 樣式

姜舜馨(1987)

통일신라(9세기 말~10세기 초)

塔 樣式

金姸秀(1992)

통일신라(8세기 말~9세기 초)

방추형 뚜껑, 연꽃형 꼭지, 사리병

韓政鎬(2005)

백제(6세기 중반~7세기 전반)

火焰寶珠形火紋, 『觀世音應驗記』

趙源喬(2009)

후백제, 甄萱(900년경)

문양, 기형, 불상의 양식, 금강경의 서체

周炅美(2003; 22)

통일신라(8세기 후반~9세기 전반)

금강경판 타출, 사리함 어자문

1) 왕궁리 유적의 기능 변화와 왕궁리 5층 석탑
왕궁리 유적의 특징은 유적의 성격이 궁성에서 사찰로 바뀌며, 백제시대에 조성되기 시
작하여 통일신라, 고려시대로 주체가 이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궁리 사리용기가
제작된 시기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왕궁리 유적의 기능과 주체(백제, 통일신라)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된 적이 있다(전용호
2010: 277-280).
왕궁리 유적이 초축되어 궁성이 완성되는 시기는 7세기 전엽∼중엽 즉 무왕(600∼641)
즉위 이후이다(박순발 2013: 67-68). 왕궁리 유적이 궁성에서 사찰로 그 기능이 전환되는
시기는 금당지의 기단 판축층의 축조방식이나 구조, 목탑지로 볼 수 있는 건물지3에서 백
제 수키와의 사용, 백제 무왕 사후의 익산 정치세력에서 부여 세력으로 정치 지형의 변화
등의 근거로 무왕 사후, 의자왕대인 7세기 중반으로 볼 수 있다(전용호 2010: 277).
전용호(2010: 277-280)는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구의 연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하
지 않았지만, 사찰 중심 공간의 확대 단계(5단계)의 상한을 사리장엄구를 기준으로 7세
기 말, 하한을 5층석탑이 축조되는 10세기로 비정했다. 또, 5단계가 되면 왕궁리에서 백
제 양식이 아닌 신라 양식의 건물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런 양상은 백제 양식의 건물지
17·18·28-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즉, 궁성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왕
궁리 유적은 백제 멸망단계에 들어서서 사찰로 그 기능이 변화해갔으며, 완전히 사찰의
기능을 수행 한 것은 통일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왕궁리 석탑과 사리장엄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觀世
音應驗記>의 기록에 나오는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재질이 왕궁리 사리장엄구와 유사하므
로 제석사지가 불탄 후 왕궁성 내 사찰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두거나(洪潤植, 2003: 322328) 백제 때 조성된 왕궁리 유적 건물지3을 통해 왕궁성 내 사찰의 목탑에 봉안된 것이
석탑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전용호, 2010: 266-27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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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觀世音應驗記> 기록에서 보이는 사리장엄구 구성은 왕흥사, 미륵사 사리장엄
구와는 다른 구성의 사리장엄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생각한다. 즉, 왕궁리 사
리장엄구는 제석사지 사리장엄구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새로운 사리장엄구 구성이 계승
되어 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5층석탑 조성 이전에 목탑지(건물지3)가 확인되어
목탑지에 봉안된 사리장엄구가 석탑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지만,
유물의 발견 당시 출토 정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왕궁리 5층석탑은 한정호(2005: 47-50), 진정환(2013: 267-270)이 언급한 것과 같이 네
모서리의 팔각기둥모양 사천주, 심초석으로 연결되는 십자통로, 3단 옥개받침, 평박한 옥
7)

개부 등은 미륵사지, 정림사지와 같이 백제 석탑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왕궁리
5층석탑의 전체적인 양식은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어, 백제 석탑 양식을 근
거로 초축 연대를 백제 때까지 올려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리공양구
이한상(2009: 117-141)은 왕흥사와 미륵사 공양구 비교를 통해 차이를 확인했지만 기본
적으로 동시기 분묘 부장품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단, 고분 부장품은 주인공
이 저승에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지만, 사리공양품은 공양품을 보시함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높이거나 대중의 구제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등과 같이 의미의
차이를 지적했다.
왕궁리 사리장엄구에서 확인되는 공양구는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제반야바라
밀경판, 향목편,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공양구 구성을 볼 때 왕흥사, 미륵사 사리공
양구와는 차이가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구황동, 불국사, 나원리, 사리장엄구 공양
구 구성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왕궁리 사리용기 제작 기술에서는 백제 제작 기술 요소가
확인되지만 사리공양구의 구성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비슷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7) 왕궁리 5층석탑에서 확인되는 백제 석탑양식을 두고 후백제(900) 때 백제 양식을 계승하여 조성하였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백제 멸망이후부터 후백제 건립까지의 계승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석탑과 같은 유구나 유물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
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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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6∼8세기 사리장엄구 의식구 및 공양구 목록
(韓政鎬, 2007, 「統一新羅 佛舍利莊嚴 硏究」, 151-158. <표 19> 인용 후 수정)
유형

유 적

공양구

황룡사

금동태환이식, 동물형금동장신구, 동제장식구편, 은제고리, 청동고리, 청동방울, 청동침통,
단추형동제장식, 금동원형장식구, 청동제과대, 청동팔찌, 각종 옥류, 청동도자, 청도자, 철가위,
철낫, 은제판구, 은제이전

분황사

은제함, 원반형수정, 곡옥, 도제장식품, 유리, 금제귀걸이, 방울, 유리제장식구, 은제이전,
유리병침통, 청동침통, 금·은바늘, 각종 옥류, 금동금구, 연제품, 소형금구, 금동제족집게, 청자고동

왕흥사

금제경식장식, 금실, 탄목금구, 금판, 금제모자장식, 금제이식, 은제환, 은제과판, 은제옥, 은판,
상평오수전, 도자, 직물류, 운모장식, 철제심, 각종 옥류, 도철문옥제품, 진묘수형장신구

미륵사지

은제관식, 금제소환이식, 청동환, 은제역심엽형과판, 은제대단금구, 금제 족집게, 각종 구슬, 소형
금판, 금괴, 금사, 도자, 은합, 동합, 유리판, 직물 일괄

Ⅰ

Ⅱ

왕궁리

금제반야바라밀경판, 유리구슬, 검은색편, 철편

구황동

금제불상, 녹유리병파편, 사리, 유리 구슬, 은제고배, 금동제고배

나원리

금동여래입상, 금동삼층소탑, 금동구층소탑, 목조삼층소탑, 金絲, 목조구층속탑편, 다라니사경편,
구슬, 팔지, 부정형유리편, 대나무편

송림사

녹색유리잔, 금제이전, 은제도금수지형장식, 각종 옥류, 수정, 은제환, 향목

Ⅲ

감은사(東)
Ⅳ

금제 풍탁, 각종 구슬, 사슬, 사리

감은사(西)
불국사

동환, 청동제 화형 뒤꽂이, 청동비천상, 동경, 채자, 목제 소탑, 향목편, 침향편, 각종 옥류, 직물류

傳 남원사

3) 유리기
6~8세기 사리용기로 유리기가 사용된 것은 송림사, 왕궁리가 있다. 송림사 사리용기는
圓環文배와 유리병이, 왕궁리 사리용기는 유리병이 사용되었다. 송림사 圓環文배에 대해
박천수(2016: 186, 2018a: 25, 2018b: 12-13)는 7세기 후반 指輪狀의 원환을 붙여 장식한 사
산조 페르시아산으로 사막로를 통해 이입되었으며, 동시기 奈良縣 正倉院 소장 원환문배
와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이인숙(2014: 541-542)은 송림사 사리병이 왕궁리 출토 사리병

<그림 5> 유리기 (① 송림사, ② 왕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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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제 연봉 모양 마개와 연꽃모양 금제
받침이 있는 목 긴 초록색 유리 사리병과
함께 국내에서 제작된 동일 계열의 것으
로 보고 있다. 왕궁리 유적에서는 공방지
가 확인되어 유리기를 직접 제작하여 사
리용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
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유리병을 안치하
고 있는 대좌이다. 사리용기를 안치하기

<그림 6> 송림사 사리용기 대좌

위해 대좌를 설치한 사리장엄구는 왕궁리A, 송림사, 감은사 東·西, 불국사, 傳 남원 사
8)

리장엄구가 있다. 왕궁리A 사리장엄구를 제외하고는 보장형 사리용기에서만 확인된다.

보장형 사리용기는 통일신라시대 일정 기간(7세기 후엽~8세기 후엽)에만 유행한 사리용
기의 외형이다. 보장형 사리용기에서만 확인되는 사리용기를 안치하기 위한 대좌를 설치
하는 것이 왕궁리A에서 보인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왕궁리 사리용기 제작 시기
왕궁리 사리장엄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왕궁리 사리용기는 백제 왕흥사, 미륵사 사리용기와 같이 동체부에 구획선을 시문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모조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며, 어자문 C형과 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문 기법이 확인된다.
2. 왕궁리 5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네 모서리의 팔각기둥 모
양 사천주, 심초석으로 연결되는 십자통로, 3단 옥개받침, 평박한 옥개부 등 백제 석탑 양
식이 확인된다.
3. 금강경판, 유리구슬, 검은색편, 철편이 사리용기와 함께 공양구로 확인되는데, 왕흥사,
미륵사와 같이 분묘 부장품이 아닌 송림사, 불국사, 나원리 등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
에서 확인되는 공양구들과 그 구성이 유사하다.
4. 왕궁리 유적에서 제작된 유리기를 대좌를 설치하여 안치하였다. 대좌를 설치하여 사리
용기를 안치하는 것은 송림사, 감은사 東·西, 불국사, 傳 남원 사리용기와 같이 보장형
사리용기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다.

8) 보장형 사리용기는 사리를 직접 친견하기 위한 의도가 크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왕궁리A 사리용기는 기형의 구조상 직접 사리를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보장형 사리용기의 제작의도만 영향을 미친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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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리용기를 제작하는 기술은 백제 금공기술을 따르고 있으면서 사리용기 이외 공양
구의 구성, 왕궁리 5층석탑 양식, 유리기를 대좌에 안치하는 등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
및 석탑 제작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리장엄구에서 확인되는 백제와 통일신라시대 특징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후백제 견훤이 백제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왕궁리 사리장엄구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물질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
에서 백제 멸망 이후 후백제(900년) 건국까지 백제 물질문화 요소들이 계승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둘째, ‘癸酉銘千佛碑像’내용과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나
타나는 지방지배방식이다.
癸酉銘千佛碑像에는 “계유(癸酉, 673)년 4월 15일에는 백제 유민 250명이 국왕대신(國王
大臣), 7세부모(7歲父母), 법계중생(法界衆生)을 알리기 위하여 이 불상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비석을 제작하는데 백제
유민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그것을 기록으로까지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
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신라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기존의 집단이나 시스템을 완전히 해
체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山本孝文(2003: 86-87)은 통일신라시대 영남지방 석실분
은 정방형에 가까운 것이 대부분이나 백제지역 통일신라 석실은 세장방형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라의 백제지역 점령 이후에도 백제 묘제의
계통이 유지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신라가 백제
지역(익산)을 점령한 이후에도 왕궁리 사리용기 제
작 기술에서 확인되는 백제적인 요소는 신라가 삼
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지방통
치정책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왕궁리 5층석탑 출토 금제금강경판에 대해 宋日
基(2002)는 敦煌寫經本, 房山石經本, 咸通本, 再雕
本 등의 金剛經과 경문 내용의 교감을 통해서 潤
文현상을 고증하여 7세기 초반 백제 무왕 재위 초
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또 손환일(2018)
은 금강경판이 최선본이며 금강경의 전래 시기는
성왕 9년(531)에 양나라에서 겸익에 의해 백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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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유명천불비상(癸酉銘千佛碑像)

수용한 것으로, 서체는 북조식남조체로 남조에서 유행한 북조필법이며 특히 이체자는
무령왕릉묘지(525), 왕흥사 청동사리감명문(577)등과 멀지 않은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
주장했다.
금강경판 연구는 왕궁리 사리용기 제작이 백제 무왕대 제작되었다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이 역시 앞서 언급한 癸酉銘千佛碑像의 내용과 같이 생각해본다면 단순히
서체나 금강경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백제 멸망 후에도 충분히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①

②

③
<그림 8> ① 익산 쌍릉 출토 금동좌금구(국립전주박물관, 2015, 『익산 쌍릉』, 254)
② 익산 쌍릉출토 관장식, ③ 부여 능산리 고분 출토 관장식

앞서 왕궁리 사리용기 제작 기술적 특징 중 하나로 백제지역에서 확인되는 연화문을 들
었다. 무왕의 무덤이라 생각되는 쌍릉 출토 금동제관장식에서는 내부표현이 없지만, 금
동좌금구에서 화문에 모조기법으로 내부표현이 확인된다<그림 8>. 기존 연화문을 모티브
로 한 금공품의 경우 내부에 능산리고분군 출토 관장식 등과 같이 모조기법을 통한 세밀
한 내부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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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백제 웅·사비기 연화문과 毛彫技法 사례(① 무령왕릉, ② 금동대향로,
③ 부소산성, ④ 왕흥사, ⑤ 왕흥사, ⑥ 미륵사, ⑦ 미륵사, ⑧ 쌍릉).(鈴木 勉, 2013,
「백제의 금속공예와 고대 일본」, 140(2,3,4). 인용 후 수정 개제.)

익산 쌍릉 중 대왕릉은 무왕, 소왕릉은 그 비의 능으로 7세기 전반∼중엽에 축조되었으
므로(김낙중 2014), 화문을 모조기법으로 시문하는 기술이 익산지역에서 7세기 중엽 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왕궁리 사리용기는 백제 멸망(660년) 이후에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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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작 기술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멸망이후 멀지 않은 시점이며, 대좌를 따로 제작하
여 유리기를 안치한 것으로 볼 때 보장형 사리용기가 사용되는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송림사 사리장엄구에서 출토된 은제도금수형장식과 유리제 사리병 표면에
진주 부착흔, 감은사 사리용기에서 확인되는 백제 기술이 확인(주경미 2014b: 102)되는
등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백제 공인의 이주 등 사리용기 제작 기술을 공유·전파하는데
있어 개방적이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신라의 지방지배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
9)

각한다.

즉, 왕궁리 사리용기의 제작 시기의 상한은 보장형 사리용기가 초현하는 송림사 사리
장엄구의 유리기 이입연대(朴天秀 2016: 199-200, 2018a: 25, 2018b: 12-13)를 근거로 7세
기 후엽이며, 하한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도입(704년)으로 사리장엄구 제작방법이
바뀌는 8세기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① 각저총(朝鮮畵報社出版部, 1986, 『高句麗古墳壁畵』)
② 쌍영총(朝鮮畵報社出版部, 1986, 『高句麗古墳壁畵』) ③ 부여 동하총(국립중앙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5집, 167)

9)	사리장엄구 제작 기술을 통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지배방식을 언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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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은 덕화리 1호분, 각저총, 진파리 4호분, 쌍영총, 안악 2호분 등 5세기 혹은 6세기
10)

초로 편년되는 고구려 벽화고분 에서 이미 확인되기에 기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11)

필요가 있다.

2. 제작 기술적 특징
본 절에서는 7세기 후엽에 제작된 왕궁리 사리용기부터 확인되는 새로운 표면제작 기
술(어자문 C형)의 특징을 파악하고 동체부 표면에 시문된 문양의 중첩을 통한 시문 순서
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왕궁리 사리용기 제작 기술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기법들
이 이후 제작되는 사리용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왕궁
리 사리용기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제작기법이 이후 제작되는 사리용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제작기법의 창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1) 문양
왕궁리 금동사리외함에 시문되어 있는 연화문은 능산리고분군 출토 관장식, 부여 화
황리 은제병유리구(銀製柄琉璃球), 나주 복암리 5호분 규두대도·호분 금은장귀면문삼
환두대도, 미륵사지 금동제사리병, 녹색유리사리병 받침에서 연화문이 확인된다(韓政鎬
2005). 이뿐만 아니라 부소산성 출토 금동광배와 웅진기 금동대향로, 무령왕릉 동탁은잔
에서도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문양뿐만 아니라 鈴木 勉(2013: 137-141)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능산리고분 관장
식, 왕흥사지 금제사리호·금제사리병, 미륵사지 금동제사리병은 毛彫기법이 확인되었
다. 문양의 모티브와 새기는 제작기법은 백제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유의 기술로 생
각되어 무령왕릉 동탁은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웅진기 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백제의
특징적인 금공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어자문
어자문 기술은 사리용기 이외에 금공품에서도 확인되는 제작 기술이다. 7세기 후엽에
제작된 왕궁리 사리용기에서는 기존의 어자문 기술과는 다른 어자문 C형이라는 새로운
기술(문양을 시문하는 방법과 도구 등)이 등장하게 된다<그림 11>. 어자문 C형은 왕궁리
와 傳 남원 출토 사리용기에서만 확인된다.
10) 朝鮮畵報社出版部, 1986, 『高句麗古墳壁畵』.
11) 韓政鎬(2005: 41)는 연화문과 덕화리 1호분의 문양 등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되는 문양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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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왕궁리(①), 傳 남원(②) 사리용기 어자문C형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공인의 숙련도, 제작 도구 등 기술의 발전, 사리용기를
제작하는 공인의 변화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자문 C형이라는 새
로운 기술의 발전 요인과 그 특징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사리용기에 시문
된 어자문 기법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표면장식기법이 시문되는 과정에서
어자문 C형을 살펴봐야 한다<그림 12>.

<그림 12> 왕궁리 사리용기 금동제내함 표면의 문양 중첩 양상

첫 번째, ‘毛彫 釘’을 이용해 전체적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그림 13>.
금동판에 ‘毛彫 釘’을 이용해 밑그림을 새겼다. 같은 ‘毛彫 釘’을 이용해 문양을 시문하
기 위한 일정한 공간의 구획선, 화문, 어자문 C형을 새겼다. 어자문 A형은 새기지 않고
눌러 찍기 때문에 별도의 밑그림은 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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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彫 釘’을 이용해 구획선과 문양을 전체적으로 시문한 것으로 봤을 때는 도안이나 비
슷한 문양을 새긴 금공품(사리용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안이 있
었다면 ‘毛彫 釘’을 이용해 정교하게 시문되었겠지만 밑그림의 시문양상을 볼 때 그렇지
않다<그림 12>. 그러므로 특정한 도안이 있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기물을 보거나, 이미 그 작업을 해봤던 공인에 의해 사리용기 제작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3> 밑그림

두 번째 단계는 구획선, 문양, 어자문 C형의 시문이다<그림 14>.
먼저 밑그림을 새긴 다음 문양과 구획선, 어자문 C형을 ‘毛彫 釘’을 이용해 시문하였다.
시문 순서는 문양의 중첩 양상에 따라 ‘구획선→문양→어자문 C형’이 시문되었다.
문양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능산리고분군 출토 관장식, 복암리 고분군 출토 규두대
도, 미륵사지 사리용기 등 백제 사비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문양 모티브이며 ‘毛彫 釘’을
통해 시문했다는 공통적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어자문 C형이다. 어자문 C형의 특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毛
彫 釘’을 통해 원문을 시문했다는 것이다. 남원 출토 사리용기를 제외하고 6∼8세기 사리
용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자문 C형이 시문되는 것은 문양, 구획선과 함께 밑그림
을 그린 상태에서 시문된다. 즉 처음 표면장식기법을 고안할 때부터 어자문 A형과는 다
른 기법으로 원문을 시문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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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구획선, 문양, 어자문 C형

세 번째 단계는 어자문A형이다<그림 15>.

<그림 15> 어자문 A형

어자문 A형은 화문과 어자문 C형 외의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문 순서는
문양→어자문일 것이며 왕궁리 금동사리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자문 A형은 문양이 중
첩되거나 문양 시문을 위한 구획선을 벗어난 흔적이 보이는데 공인의 숙련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륵사 사장엄구는 사리용기의 기형이 ‘壺’임에도 불구하고 문양 시문
의 정교함에서는 왕궁리와 비교 된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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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왕궁리 금동사리외함의 표면장식기법 순서는 어자문 A형을 제외하고 문양
시문을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구획선과 문양, 어자문 C형을 하나의 도구(‘毛彫
釘’)로 시문했다. 그 이외의 공간은 어자문 A형으로 채웠다. 문양을 시문하기 전 밑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사리용기 표면을 시문하기 위한 일정한 계획(혹은 도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미륵사 사리용기와 비교했을 때 공인의 숙련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왕궁리①,②), 미륵사(③,④)

어자문 C형이 연화문에도 시문된 것을 통해 어자문의 새로운 기법이 아닌 연화문의 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뚜껑에 시문된 어자문 C형과 傳 남원 사리용기에는 연화문
이 시문되지 않았음에도 어자문 C형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어자문의 새로운 시문 기
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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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 사리용기에서 확인되는 어자문 C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어자문의 시문
기법이 눌러 찍는 반면, ‘모조정’으로 원을 깎는 방식으로 시문한다. 이것은 기존의 어자
문 기법과 달리 새로운 제작 기법의 창안이라 할 수 있다. 8세기 중엽에 제작된 傳 남원
사리용기에서도 어자문 C형이 시문된다는 것은 왕궁리 사리용기를 제작하는 공인의 단
순한 일탈이 아닌 새로운 제작기법의 창안이라 할 수 있다.
傳 남원 사리용기의 어자문 C형이 시문 순서를 살펴본다면<그림 17>, 「밑그림 → 어자
문 C형 → 어자문 A형 → 구획선」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왕궁리 사리용기와 비교했을
때 어자문 C형이 시문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문양의 시문 순서와 새기는 ‘정’의 형태가
다르다<그림 11>.

<그림 17> 왕궁리①,②), 미륵사(③,④)

傳 남원·사리용기의 어자문 C형은 축조기법으로 시문된다. 축조기법으로 문양을 시문
하는 것은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백제 사리용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신라 사리용기
에서 확인되는 선조기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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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7세기 후엽에 제작된 왕궁리 사리용기에서 확인되는 제작 기술적 특징들이
8세기 후엽에 제작된 舊 백제지역인 傳 남원 사리용기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백제 멸망 이
후에도 사리용기를 제작하던 공인들의 기술이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傳 남
원 출토품은 사리용기 외형뿐만 아니라 축조(혹은 합인조)기법을 통한 문양 시문, 투조를
통한 표면의 당초문, 표면 구획선 등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 특징들이 확인되어 사리용
기(금공품)제작 기술이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제작 기술을 검토한 결과, 왕궁리 사리용기는 7세기 후엽, 통일신라 대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양 자체만의 비교사적 접근을 통해 제작 시기를 비정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문양을 시문하는 제작 기술을 중심으로 왕궁리 사리용기의 제작 시기를
비정했다. 백제에서 제작된 왕흥사, 미륵사 사리용기의 제작 기술이 신라 삼국통일 이후
에도 계승되어 왕궁리 사리용기에서 확인되며, 8세기 중엽 傳 남원 사리용기까지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리용기와 함께 출토된 공양구의 구성은 통일신라 대 사리
장엄구의 구성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백제 사리용기 제작 기술을 바탕
으로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이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어자문용 정(누깔정)을 눌러 찍어 문양을 시문한다는 기존의 어자문에 대한 개념과
는 다르게 ‘毛彫 釘’(혹은 ‘蹴彫釘’)을 이용하여 원문을 새기는 어자문 C형을 파악하였다.
필자가 말하고 있는 어자문 C형을 어자문이 아닌 연화문의 한 요소로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구획선으로 연화문을 시문할 공간을 따로 구획하고 그 이외 공간을 어자문 A·C형으
로 채웠다. 또 이후에 제작된 傳 남원 사리용기에서 확인된 어자문 C형 역시 연화문과는
별개로 공간을 채우는 용도로 시문된 것을 볼 수 있다.
본고는 유물의 직접 관찰을 통해 기존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시문 기법의 어자문을
확인하고, 제작 기술 분석을 통해 왕궁리 사리용기는 통일신라 대 7세기 후엽에 제작된
것임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사리용기의 출현, 문양의 수용과
전개,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에서 확인되는 고고자료를 통한 물질문화 변동 등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19.8.27) ▶심사완료일(2019.9.25) ▶게재확정일(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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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roduction time of Iksan Wanggungri
Buddhist Reliquaries in terms of Production Technique
Jung-Hyun Park
(Sejong Cultural Heritage Institute)
This text includes the research on the production time and place of the reliquaries
found in the five-story stone pagoda of Iksan Wanggungri. At the same time, a study was
carried by means of analyzing the production technique of Buddhist Reliquary as well
as comparing the composition of reliquaries other than glassware ones with that of the
reliquaries from the region of Silla and Baekje consecutively.
In the second Chapter is analyzed general historical trends of reliquary studies
followed by the existing studies on the production time of Iksan Wanggungri Reliquaries.
It is found that existing researches were carried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pattern
designs engraved on the surface of the reliquaries in terms of comparative history together
with the content of Kwanseeumeunghumki.
The third chapter of the text shows the features of the surface production technique
of Wanggungri Reliquaries which were compar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liquaries
from Silla and Baekje region. It is found that Wanggungri Reliquaries carry the similar
production technique as that of the reliquaries at Wangheungsa and Mireuksa, the temples
of Baekje. The C-type Fish-egg design was also found, a brand-new production technique.
In the Chapter Ⅳ is compared the composition of the glass reliquary container and
its pedestal as well as the content of reliquaries with that of the reliquaries from the region
of Silla and Baekje. The focus of the examination was made on the functional evolvement
of Wanggungri site.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Wanggungril Reliquaries share the same
production technique with Silla reliquaries and that, Wanggungri Reliquaries must have
been produced in the later part of the seventh century, the Unified Silla period.
Keywords : Iksan Wanggungri, Silla, Baekje, Buddhist Reliquaries, Production technique,
Skill tran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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