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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글은 송림사 사리장엄구 중 2층탑신 적심석에서 출토된 보장형 사리용기와
공양구를 분석하여 제작 시기를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송림사 사리용기 제작 시기에 관한 연구사를 검토하고 몇 가지 문제를 제
기하였다. 기존 연구는 보장형 사리용기의 기원과 전래, 명문석, 원환문배와 유리기,
천개·난간 장식을 근거로 제작 시기를 비정했다. 하지만 7세기 전반, 7세기 후반, 8세
기 전반, 8세기 등 연구자마다 이견이 있다.
Ⅲ장에서는 송림사 사리용기 제작 기술을 중심으로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을 4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송림사 사리용기는 문양을 시문하기 위한 구획선을 따로 시문
하지 않는다. 표면을 투조·점열문 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했다. 그리고 유리병을 안치하
기 위해 대좌를 설치했다. 송림사 사리용기는 감은사와 함께 보장형 사리용기의 초창기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사리용기 제작 기술과 함께 보장형 사리용기와 원환문
배의 전래, 이전과 수지형장식을 통해 제작 시기를 비정했다. 백제 은화관식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수지형장식은 영락고리의 형태가 ‘8’자라는 점이 특징적
이다.
이를 통해 송림사 사리용기는 보장형 사리용기와 원환문배의 이입, 수지형장식의 제
작, 불교문화와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의 일본 전파 등을 종합해 볼 때 7세기 후엽~8
세기, 통일신라 대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신라, 사리장엄구, 보장형 사리용기, 제작 기술, 원환문배, 수지형장식, 영락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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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송림사 사리장엄구는 1959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되었다(金載元, 1966). 탑의 4곳에서
종류가 다른 사리장엄구들이 출토되었으며 2층탑신 적심석에서는 거북모양의 석함 안에
보장형 사리용기-원환문배-유리병과 여러 종류의 공양구들이 출토되었다<표 3>. 송림사
사리장엄구 연구는 사리용기의 명칭 문제, 신라 금공품 기술, 백제와 신라 교류, 일본 奈
良県 正倉院 원환문배와의 비교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송림사 사리장엄구 연구 중 제작 시기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시간적 범위는 황룡사 사리장엄구를 상한으로 6세기 중엽부터 사리용기가 납석제로
1)

제작되기 시작하는 8세기 중엽까지이다. 연구 대상은 황룡사 , 분황사, 왕궁리, 감은사
(東·西), 송림사, 구황동, 불국사, 傳 남원, 나원리 등 신라 사리장엄구이다.
논지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송림사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에 관한 연
구사를 정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다. Ⅲ장에서는 송림사 사리용기 제
작 기술을 살펴보고,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다.
Ⅳ장에서는 제작 기술과 함께 보장형 사리용기와 원환문배의 이입, 수지형장식의 제작
기술, 불교문화와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의 일본 전파를 근거로 제작 시기를 추론하도
록 하겠다.

Ⅱ.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 연구사 검토
金載元(1966)은 1959년 송림사 5층전탑 해체수리 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출토 정황
과 사리장엄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그림 1>. 은제도금 수지형장식, 글래스옥, 청
옥, 관옥, 곡옥은 통일 전·후에 흔히 발견되는 유물이며 청동도금의 원형 유물은 분황사
(634)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리기 자체의 난간 모양, 네 기둥에 달린 장식, 사리기 상부에 점선으로 이루어
진 장식 등은 통일이후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즉 송림사 사리장엄구를 8세기,

1) 2018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황룡사’특별전을 통해 황룡사 사리장엄구 유물들이 공개되었다.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자마다 황룡사 창건기 사리장엄구에 이견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정호(2019)의 견해에 따라 황룡사 창건기 사리용기를
「금동사리외함-금제합-은제합-금동연좌형금구-유리병」으로 보고자 한다. 황룡사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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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대 제작되어 안치된 것으로 보았다.
崔元禎(2000)은 송림사 사리장엄구 天蓋를 初唐代부터 조영된 돈황 제323호 남벽 동측
상부 초랑 등 돈황 막고굴의 여러 벽화와 동위시대 興和三年銘(541) 佛碑像 등과 연관된
다고 지적하였다. 欄干에 베풀어진 ‘亞’字形 투각 장식은 5세기 운강 석굴 조각에서 영향
을 받았으며 일본 法隆寺 5층목탑(7세기 후반)과 法起寺 3층목탑(706)까지 전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배반동 마애불에 선각된 것 역시
송림사와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송림사 사리장엄구 연대를 7세기 후반으
로 보았다.
金姸秀(2000)는 寶帳형 사리기의 기원과 전래, 의의를 연구했다. 송림사 사리용기는 제
작 기술, 공양구 등을 살펴봄으로써 감은사 사리용기보다 이른 시기 7세기 후반에 제작되
었다고 주장했다. 금속판을 절삭·가공하여 못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단조 및 조금기법을
위주로 점열, 투조기법 등 고식의 기법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지형장식구, 수
정절자옥, 관옥, 곡옥 등 공양구를 고식으로 판단하였다.
金昌鎬(2001)는 사리기 기단부 연판의 한 가운데를 오똑하게 분리한 고신라 양식으로
보고, 은제도금수지형장식구가 부여 화항리, 남원 척문리, 논산 육곡리, 나주 흥덕리 등
6세기 백제 고분에서 출토되었음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명문석에 있는 沙喙部란 부명이
나오는 甲申年을 624년으로 보아 송림사 사리장엄구를 7세기 전반에 만들어졌다고 판단
하였다.
朱瑛熙(2003)는 유리제 사리용기 경부와 동체부의 길이를 기준으로 短頸圓腹形式,
中頸圓腹形式, 長頸圓腹形式, 特殊形式 등으로 분류하였다. 송림사 사리용기는 감은사보
다 조금 늦은 시기인 8세기 초에 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유리제 사리용기의 특징은 琉璃
甁이 長頸圓腹形式, 琉璃杯가 特殊形式으로 유리배 저부는 폰티기법으로 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표면에 부착된 원환문장식은 일본 奈良縣 正倉院 소장 원환문배, 중국 서안
시 하가촌 출토 유리발, 8~9세기 시리아에서 제작된 유리용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모두
서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유리공예 기법이다. 유리병은 폰티를 쓰지 않은 초보적인 불기
기법으로 사리병 입구를 끊어 낸 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점과 이물질과 기포가 다
량 함유된 점 등으로 보아 원환문배와는 다른 기법, 전형적인 동양의 유리사리병 형태로
보았다.
周炅美(2004: 417, 2014: 194-195, 2019a: 11, 2019b: 225)는 7세기 후반 감은사지 사리용
기(682)와 함께 보장형으로 제작되었으며 天蓋의 형태와 장식도 단순한 투각의 마름모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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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에 주목하였다. 또 琉璃鉢 형태가 고신라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서역계 유리기들과
상통하고 있어서 감은사지 사리장엄구보다는 전통적 기법 및 양식이 강조되어 있다고 언
급하였다.

<그림 1> 송림사 사리장엄구(金載元, 1966: 217-218 인용 후 수정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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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제기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송림사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는 7세기 전반, 7세기 후반,
8세기 전반, 8세기 등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명문과 수지형장식을 기준으로 7세기 전반
삼국시대에 제작되었다고 본 金昌鎬(200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통일신라대
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송림사를 처음으로 소개한 金載元의 연구는 단순히 출토 정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正倉院 원환문배, 法隆寺 난간장식과의 관련성, 공양구 구성의 비교 등 다양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의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 기술을 분석할 때 고식·신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고식(점
열문 기법)과 신식(어자문 기법)으로 구분하게 되면 송림사 사리장엄구는 감은사 사리장
엄구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8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된 불국사, 傳 남원 사리장엄구에서 점열문과 어자문 기
법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제작 기술을 고식과 신식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인 제작 시기
를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최신 자료의 증가와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지형장식이 백제 은화관식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동의하
고 있다. 하지만 은화관식 출토 수량과 연구가 부족해 비교·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남해 남치리, 나주 송제리, 보령 구룡리와 같이 최신 자료들이 확인되고 은
화관식 연구 역시 많이 진전되었다.
또 송림사 천개, 난간 양식과 원환문배를 토대로 일본 正倉院 원환문배, 法隆寺 5층목
탑, 法起寺 3층목탑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였으나 일본에 언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의 연
구가 미흡했다. 최근 실크로드 연구 중에서 사산조 페르시아산 유리기의 신라 유입 경로
와 그 배경, 일본에 전파된 과정 연구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송림사 보장형 사리용기의 제작 기술의 특징
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신 자료
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수지형장식과 원환문배를 분석함으로써 제작 시기를 추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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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작 기술 및 유형
1. 제작 기술
사리용기 제작 기술은 크게 성형기법과 표면제작 기법으로 구분된다. 성형기법은 외형,
금속판 수, 금속판 연결기법, 모서리 결합형태, 보강대·리벳의 사용, 조금기법, 재질, 중
첩정도 등이 있다. 표면제작 기법은 문양을 새기기 위한 구획선, 투조기법, 선조기법, 어자
문 기법 등이 있다(박정현, 2015: 11-32). 이 중 송림사 사리용기의 제작 기술적 특징은 구획
선을 따로 시문하지 않은 것, 투조기법, 선조기법, 리벳, 대좌 등 <표 1, 그림 4-1>과 같다.

1) 구획선<그림 2>
구획선은 사리용기 표면 문양을 시문하기 전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시문된다. 구획선을
그은 것은 공인이 특정 도안을 시문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말한다.
신라지역에 사리신앙이 전래되어 초기에 제작된 분황사·황룡사 사리용기에서는 구획
선이 시문되지 않는다. 구황동 사리용기 역시 표면에 구획선을 별도로 시문하지 않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나원리, 불국사, 傳 남원 사리장엄구가 제작되는 8세기 중엽부터는 구
획선이 시문되는 것을 알 수 있다(박정현, 2015: 52-61).
사리용기에서 구획선을 시문하는 가장 이른 예는 6세기 후엽에 제작된 백제 왕흥사
사리장엄구이며 7세기 중엽 미륵사 사리장엄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7세기 후엽에 제
작된 왕궁리 사리장엄구에서 구획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백제 사리장엄구 제작 기술의 영
향이며 이후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박정현, 2019: 123).

2) 투조<그림 2>
투조기법은 금속판을 문양에 따라 오려내는 것을 말한다. 문양을 두고 바탕으로 잘라
내거나(地透), 바탕으로 두고 문양을 잘라 내는(文樣透) 기법이 있다(이난영, 2012: 5053). 관, 식리, 대장식구 등 삼국시대 금공품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금공 기법이다. 투
조와 관련해서는 보장형 사리용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장형 사리용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상태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이자 사리친견의례가 행해지는 전각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周炅美, 2014: 190-193). 즉, 문양의 차이는 있지만 투조기법은 보장형 사리용기만 확인
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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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조<그림 3>
선조기법의 개념은 ‘정’의 형태와 시문하는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한 鈴木 勉(2004: 191192)에 따라 축조, 점열, 모조, 합인조기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① 축조기법은 ‘정’의 끝을 집의 지붕처럼 생긴 강철 끌을 사용해, 그것을 비스듬히 기울
이고 머리를 망치로 치는 방법이다. 작은 삼각형의 흔적이 생기며, 떨어져서 보면 연속적
선으로 보인다. 정의 끝은 둥근 것과 날카로운 것 2가지 형태가 있다.
② 점열기법은 끝이 원만한 침상의 정을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방법이다. 點文樣이 나란
히 있으며 떨어져서 보면 연속적 선으로 보인다.
③ 모조기법은 蹴彫技法, 點列技法, 합인조技法과 달리 소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
재를 깎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찌꺼기가 나온다. 그리고 시문된 문양의 세부 사진
을 보면 단면 삼각형의 시문 흔적이 있다.
④ 합인조기법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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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기법은 신라·백제 사리용기 제작 기술의 특징을 보여준다. 백제 사리용기(왕흥
사·미륵사)는 모조기법, 신라 사리용기는 축조, 점열, 합인조 기법이 시문된 것이 특징
이다(박정현, 2019: 126-128). 그리고 왕궁리 사리용기에서 모조기법이 시문되는 것을 통
해 백제 사리용기 제작 기술이 통일 이후에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어자문<그림 3>
어자문 기법은 어자문용 정(누깔정, 방울정)을 사용해 금속 표면에 위에서 아래로 두드
려 눌러 원문을 찍는 것을 말한다(이난영, 2012: 115-122). 어자문은 3가지 기법으로 시문
된다.
A형식은 어자문용 정을 통해 원문이 시문하며 B형식은 A형식과 같은 기법(어자문용
정)으로 시문되었지만 원문을 이중으로 표현한 것이다. C형식은 원문을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어자문용 정으로 눌러 찍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정을 이용해 선조기법
으로 원문을 파낸 것이며 왕궁리, 傳 남원 사리용기에서만 확인된다(박정현, 2019: 125126).
사리장엄구에서 어자문 기법이 확인되는 가장 이른 예는 백제 미륵사 사리장엄구이며
신라 사리장엄구는 7세기 후엽 왕궁리·감은사 사리장엄구에서 확인된다.

52

제38호

5) 리벳<그림 3>
사리용기는 2장 이상의 금속판을 단조로 만들어 결합하여 제작한다. 여러 장의 금속판
을 연결하기 위해서 리벳, 모서리 결합방식(일렬, 교합, 납접법), 땜질, 보강대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박정현, 2015: 13-21). 리벳을 이용하여 금속판을 연결한 기법은 송림
사·감은사·불국사·傳 남원과 같이 보장형 사리용기 특징 중 하나이며 구황동에서도
확인된다.
리벳을 이용하여 금속판을 연결하는 기법은 삼국시대 신라 금관, 식리 등에도 확인된
다. 이는 고신라의 금공품 제작 기술이 사리용기를 만드는 시대까지 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대좌<그림 3>
사리장엄구는 다종다양한 용기를 여러 차례 중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황룡사 금동연
좌형금구, 왕궁리 대좌에서도 확인되지만 주로 보장형 사리용기의 특징이다.
대좌를 설치하는 것은 백제 왕흥사, 미륵사 사리용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신라만의 특징
이며(박정현, 2015: 20-21), 통일신라대 백제 지역의 왕궁리, 傳 남원 사리용기에서 확인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유형
6~8세기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은 <표 1>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유형 : 분황사, 황룡사, 구황동 사리장엄구이다.
신라에 사리신앙에 전래되어 초기에 제작된 분황사·황룡사 사리장엄구는 제작 기술상
2)

으로 큰 특징은 확인할 수 없다 . 분황사·황룡사는 最外용기로 석함을 사용하였으며, 황
룡사 사리장엄구에서 금동연좌형금구가 출토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8세기 초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다라니)이 전래되어 통일신라시대의 사리신앙과
사리장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周炅美, 2004: 167). 다라니에 의한 장엄의 가장 이른
사례가 구황동 사리장엄구로 선조기법으로 표면에 명문과 99개의 소탑을 새기는 것이 특
징이다. 그리고 금속판을 리벳으로 연결한 것이 확인된다.

2) 황룡사 금동사리 표면에 호법신이 새겨져 있는데, 아직 선조기법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차후 조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제작 기술로 본 송림사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 연구

53

B유형 : 왕궁리, 나원리 사리장엄구이다.
왕궁리 사리장엄구에서 구획선을 긋고 모조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는 백제(왕흥사,
미륵사) 사리용기 제작 기술이 확인된다. 그리고 공양구의 구성, 5층석탑의 양식, 대좌
를 설치하여 유리기를 안치하는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을 공유하고 있다(박정현, 2019:
129-138).
나원리 사리장엄구는 다라니에 의한 작법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구황동과는 다르게 필
사본과 입체 소탑 조형물을 제작하여 봉안한 것이 특징이다(周炅美, 2004: 182). 축조·합
인조 정으로 문양과 구획선을 시문하는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법이 확인된다. 특징적인
것은 모서리 결합방식에서 납접법이 최초로 확인된다는 것이다(박정현, 2015: 17-18).
C유형 : 송림사, 감은사(東·西) 사리장엄구이다.
보장형 사리용기의 초기 제작 기술을 보여준다. 보장형 사리용기는 사리친견의례를
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투조기법으로 표면을 시문했지만, 문양을 시문하기 위해
구획선은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송림사 유리병, 감은사 수정병을 안치하기 위해 대좌를
설치했다. 그리고 송림사에서는 점열문, 감은사에서는 어자문 기법만 확인되는 차이점이
있다.
D유형 : 불국사, 傳 남원 사리장엄구이다.
보장형 사리용기 제작 기법이 완성되어 정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면을 구획선
으로 구획하고 투조기법으로 문양을 시문, 점열문과 어자문 기법으로 공간을 채웠다. 점
열문과 어자문 기법이 함께 시문되는 특징이 있다.
C·D유형을 통해 보장형 사리용기 제작 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다. 봉안연대로 볼 때,
보장형 사리용기 표면에 구획선을 시문하지 않는 것에서 시문하는 것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 사리용기 중 표면에 구획선을 시문하는 가장 이른 예는 왕흥사, 미륵
사 사리용기로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왕궁리 사리용기까지 계승된다(박정현, 2019: 123).
이상과 같이 송림사 사리용기는 보장형 사리기로 삼국시대 금공품 및 사리용기 제작 기
법을 계승하여 제작되었다. 구획선을 따로 시문하지 않고, 어자문이 아닌 점열문으로 문
양을 시문했다. 그리고 리벳을 이용하여 금속판을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4-1>.
다른 보장형 사리용기와 차이점은 어자문이 아닌 점열문 기법만 시문되었다는 것이다.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불국사, 傳남원 사리용기에서는 점열문과 어자문 기법이
모두 시문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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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
속성
출토지

투조

구획선

선조기법

리벳

어자문

대좌
유형

無

有

無

有

분황사

●

●

황룡사

●

●

구황동

●

●

왕궁리

●

●

나원리

●

●

축조

점열

모조

합인조

?

●

●

無

無

●

●

●

●

●
●

有

●

有

無

有

●
●

●

A

●

●

●

●

●

●
B

●

●

●

●

●
●

●

송림사

●

●

감은사(東)

●

●

●

●

●

●

●

감은사(西)

●

●

●

●

●

●

●

불국사

●

●

●

●

●

●

●

●

`傳 남원

●

●

●

●

●

●

●

●

C

D

<그림 2> 구획선, 투조기법

제작 기술로 본 송림사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 연구

55

<그림 3> 선조기법, 어자문기법, 리벳, 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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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송림사(1), 삼국·통일신라(2) 사리용기 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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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송림사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탑, 사리용기 제작 기술, 공양구의 구성과
제작 기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송림사 5층전탑은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차례 걸쳐 중창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탑 역시 창건기의 모습이 아니다. 중국 법문사, 신라 분황사와 같이 전탑은 재
질이 취약하고 후대에 보수한 경우가 많다(崔元禎, 2000: 38-39). 그렇게 때문에 탑은 시
기 설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사리용기 제작 기술과 함께 보장형 사리용기와 원환문배
이입, 이전, 수지형장식 제작 기술, 불교문화와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의 일본 전파를
통해 송림사 사리용기 제작 시기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표 2> 송림사 5층전탑 창건과 연혁
눌지왕

고구려 묵호자의해 창건

진흥왕5(544년)

明觀이 중국 陳의 사신과 함께 돌아오면서 불사리와 불경 2,700권 이운,
일부를 송림사 5층전탑에 봉안

선종9(고려, 1092년)

대각국사 의천이 중창.

고종22(1235년)

몽고군 침략으로 탐만 남은 채 전 당우 소실.

선조30(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

숙종12(1686년)

箕城이 중건.

철종9(1858년)

永樞에 의한 중창

1. 보장형 사리용기와 원환문배
신라 초기 사리장엄구는 수나라 문제의 인수사리장엄에 영향을 받아 제작된 분황사·
황룡사 사리장엄구이다. 이후 보장형 사리용기는 7세기 중엽부터 당 황실의 법문사 친견
의례에 영향을 받아 제작되기 시작했다(周炅美, 2019a: 5-12).
보장형 사리용기는 천개, 난간, 기단부 등을 기본 구조로 하며, 最內용기를 안치하기 위
해 대좌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신라 사리장엄구에서 대좌는 황룡사 창건기(646년) 사
리장엄구에서 금동연좌형금구가 확인된다. 이것을 통해 보장형 사리용기는 7세기 중엽
이후에 당나라로부터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리용기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감은사·송
림사 단계부터라 생각된다.
보장형 사리용기는 감은사 東·西, 송림사, 불국사, 傳 남원에서 출토되었다. 제작 시기
는 7세기 후반~8세기 후반으로 약 100년 정도이다. 기원은 상여(喪輿)나 장막(帳幕), 가마
의 형태에서 온 것이며 8세기 당나라 돈황막고굴 제148굴의 열반경변상도, 서안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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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지궁 출토 석조영장에서 확인된다(주경미, 2019b: 219-225).
송림사 사리용기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신라 사리용기 제작 기술의 C유형이다<표 1, 그
림 4-1>. 그리고 난간은 아랫단이 亞자형의 연속 문양이 투조되어 있다. 이것과 유사한
예는 일본 法隆寺 5층목탑(7세기 후반), 法起寺 3층목탑(706년) 목탑 난간 양식과 유사하
나(崔元禎, 2000: 48-50) 목탑에 봉안된 사리용기가 보장형은 아니다.
송림사 사리용기는 보장형 사리용기-원환문배-유리병 3중으로 중첩되어 있다. 원환문
배는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로 7세기 후반 이입된 것이다. 指輪狀의 원환 3단으로 4개
씩 붙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7세기 후반 奈良縣 正倉院 소장 원환문배와 관련성이 주목
된다. 신라에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최초로 확인되는 예는 5세기 후엽 황남대총 북분

切子文완이다. 이입 경로는 新彊維吾你自治區 库車縣 库木吐拉石窟벽화와 陝西省 西安
市 何家村 등에서도 출토되는 것을 통해 사막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 사산

조 페르시아산 유리기가 이입된 것은 京都府 上賀茂神社 출토품으로 7세기 전반부터 이
다(朴天秀, 2016: 199-200).
즉 7세기 전반부터 신라를 경유한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일본에 전파되기 시작했
으며, 늦어도 7세기 후엽에는 송림사 보장형 사리용기에서 보이는 난간, 천개 장식이 일
본 불교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송림사 사리용기와 정창원 원환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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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양구

<그림 6> 송림사 5층 전탑 二層塔身 적심석 출토 공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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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8세기 신라 사리장엄구 공양구3)
유 적

공양구

분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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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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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리

금제반야바라밀경판, 유리구슬,, 검은색편, 철편

송림사

감은사(東)

相輪部 覆鉢 아래

高麗象嵌靑磁盒子

四層塔身石函

佛經

二層塔身 적심석

龜模樣 石函, 舍利器, 유리컵, 사리병, 유리 파편, 각종
유리구슬, 소형곡옥, 소형 연한 청색곡옥, 瓔珞部 樹枝形裝飾,
耳栓(원형금동유물), 향목

一層塔身

목조불상, 석제불상, 청동불상

금제 풍탁, 각종 구슬, 사슬, 사리

감은사(西)
구황동

금제불상, 녹유리병파편, 사리, 유리 구슬, 은제고배, 금동제고배

불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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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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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송림사 5층전탑에는 여러 차례 중창을 거치면서 통일~고려
시대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양구가 봉안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보장형 사리용기가 봉안
된 2층탑신 적심석에서 출토된 공양구, 특히 이전과 수지형장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전은 부산 동삼동, 경주 봉길리, 김해 수가리 등 신석기시대부터 사천 늑도, 창원 다
호리, 광주 신창동 유적 등 초기철기시대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7세기 사리공양구에서 출토된다. 이전은 귀에 바퀴처럼 끼워 사용하는
용도로 근세까지 착장하던 귀걸이며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周炅美,
2003a: 42-47).
사리 공양구에서 이전이 출토된 예는 분황사·황룡사·송림사 단 3예에 불과하며 송림
사를 제외하고는 銀製이다. 이전이 공양구로 봉안된다는 것은 황룡사·분황사와 같이 발
원자가 여성(선덕여왕)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삼국시대 고분 부장품과 같이 일상
생활품을 봉안하는 장송의례를 계승하면서도, 망자가 저승에서 사용하기 바라기 보다는
부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차이가 있다(이한상, 2009: 68-69).

3)	金載元(1966)의 보고에 따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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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은화관식, 수지형장식 분포도

수지형장식 형태는 頂花部와 主幹部가 모두 있는 백제지역 출토 무령왕릉 金製冠飾, 사
비기 銀花冠飾과 유사하며, 신라지역에서는 출토예로 송림사가 유일하다. 현재까지 은화
관식이 출토된 곳은 부여 능안골 36호분(東), 능안골 36호분(西), 능안골 44호분, 하황리
석실분, 염창리Ⅲ-72호분, 논산 육곡리 7호분, 익산 미륵사지 석탑(A·B), 남원 척문리
석실분, 나주 복암리 3호분 5·16호 석실, 흥덕리 석실분, 송제리, 남해 남치리 석실분, 보
령 구룡리 등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사비기 백제 석실이다<그림 7>.
은화관식은 樹枝에 따라 없는 것(Ⅰ형), 1단 2개(Ⅱ형), 2단 4개(Ⅲ형)로 크게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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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형은 樹枝내 투공의 형태, 副樹枝는 上下로 나오는 것, 下方으로만 나오는 것, 없는 것
으로 세분한다. 은화관식의 크기와 위계(장식성)는 Ⅲa(부여 능안골 36호분 東, 부여 하
황리) →Ⅲb(나주 복암리 3호분 5호 석실)→Ⅲc(논산 육곡리 7호분, 남원 척문리, 익산 미
륵사지 석탑B)→Ⅱ(부여 염창리 Ⅲ-72호분, 나주 복암리 3호분 16호 석실, 익산 미륵사지
석탑A)→Ⅰ(부여 능안골 36호분 西)의 순이며, 출토된 석실의 규모나 구조 역시 일치한다
(山本孝文, 2006: 142-155).
송림사 수지형장식은 은화관식과 같이 정화부, 주간부, 첨부, 가삽부가 있고, 樹枝가 2
단이며, 副樹枝는 上下로 나오는 Ⅲ형식으로 생각된다. 문양은 화염 혹은 동물을 형상화
한 것이고 영락을 달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崔鐘圭, 1991: 92). 그리고 영락을 달기위
한 영락고리가 ‘8’자형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영락은 삼국시대 금공품에서 흔히 확인되는
장식 기법이며, 영락고리가 흔히 ‘O’자형 이지만, 송림사 수지형장식은 ‘8’자형이다<그림
4)

6-4> .
영락고리에서 영락을 직접 다는 부분이 ‘O’자인 것은 집게(혹은 여타 도구)로 金屬絲를
꼬기 때문에 집게를 잡는 부분이 ‘O’자형으로 남는다. 삼국시대 금공품 영락고리는 대부
분 ‘O’자형이다. 그러나 송림사 수지형장식 영락고리가 ‘8’자인 것은 金銅絲를 꼰 다음 ‘O’
자형으로 남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한 번 더 꼬아서 만든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송림사 수지형장식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백제 은화관식의 영향으로 제작되었다.
백제 은화관식은 7세기 중엽이 하한으로 그 이후, 신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공
인 혹은 물건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리공양구로 출토된 점과 영락의 형태 등 백
제에서 직접 제작되어 이동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공인의 이주를 상정할 수 있다.
5)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 九層塔條 에 황룡사를 창건하기 위해 백제 공인이
이주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 송림사 사리용기 제작 시기의 상한은 보장형 사리용기의 전래, 황룡사 사
리장엄구의 금동연좌형금구, 백제 은화관식의 영향 등 늦어도 7세기 후엽에는 제작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한은 704년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도입에 따른 사리장엄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할 수 있다. 704년 한역되어 도입된 다라니 작법은 여러 벌(77번 혹은 99번) 필사해

4) 현재까지 필자가 삼국시대 금공품에서 영락고리가 “8”자형인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5) 7세기 중엽 백제 문화의 전파는 황룡사 창건당시 백제 공인 아비지 등 200명 이주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 九層塔條
貞觀十七年癸卯十六日 將唐帝所賜經像袈裟幣帛而還國 以建塔之事聞於上 善德王議於群臣 群臣曰 請工匠於百濟 然後方可 乃以
寶帛 請於百濟 匠名阿非知 受命而來 經營木石 伊干龍春[一作龍樹]幹蠱 率小匠二百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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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소탑에 넣어 오래된 탑을 중수하거나 새 탑을 쌓는 방식을 서술하고, 이러한 다수의
공양소탑 봉안과 함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나 6종의 다라니를 안에 봉안하는 것을 말
한다. 다라니 도입 이후의 사리장엄구는 사리용기 표면에 선조기법으로 소탑을 새기거나
공양구로 소탑 혹은 다라니를 안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 法隆寺 5층목탑(7세기 후반), 法起寺 3층목탑(706
년)의 난간 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송림사 사리용기는 늦어도 8세기 이전에는 제작
되었을 것이다.
즉 송림사 사리용기는 7세기 후엽~8세기, 통일신라대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송림사 사리용기 제작 기술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신라 사리용기 제
작 기술 유형을 살펴보았다. 송림사 사리용기는 문양을 시문하기 위한 구획선을 따로 시
문하지 않는다. 표면을 투조·점열문 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했다. 그리고 유리병을 안치
하기 위해 대좌를 설치했다. 송림사 사리용기는 감은사와 함께 보장형 사리용기의 초창
기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수지형장식 영락고리가 “8”자형이라는 것이 특징
이다. 제작 기술과 함께 보장형 사리용기와 원환문배의 이입, 수지형장식의 제작과 불교
문화의 일본 전파 등을 종합해 볼 때, 7세기 후엽~8세기, 통일신라 대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림사 사리장엄구의 교류사적 측면에서 가지는 의의를 간략히 언급하고 마무리 하고
자 한다. 보장형 사리용기, 원환문배, 수지형장식, 일본산 경옥제 곡옥과 벽옥제 관옥, 동
남아시아산 향목은 백제, 중국(수·당), 일본(아스카·나라), 동남아시아 등 7세기대 신라
의 활발했던 국제 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최근에는 실크로드 연구에서 사
막로를 따라 이입된 사산조 페르시아산 유리기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 사업단 김도영 연구교수님과 교정을
도와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전세원 선생님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논문접수일(2020.4.30) ▶심사완료일(2020.6.11) ▶게재확정일(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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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roduction time of Songnimsa
Buddhist Reliquaries in terms of Production
Technique
Jung-Hyun Park
(Sejong Cultural Heritage Institute)
This paper examined the production time of Songnimsa Buddhist Reliquaries.
In Chapter Ⅱ, it reviewed the research history of the production time of the
Songnimsa Sarira Reliquary and raised some issues. Existing studies have revised and
corrected the production time based on the origin and tradition of the curtain-shaped
Reliquary, Stone with Inscription, Bowl with applied disks on body and glassware, and
coffin lid·railing decoration.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researchers in the early
seventh century, late seventh century, early eighth century, and eighth century.
In chapter Ⅲ, it divided the production technique of Silla of the Songnimsa Sarira
Reliquary into four types, focusing on the technique of making the Songnimsa Sarira
Reliquary. The Songnimsa Sarira Reliquary was not carved with a dividing line to engrave
patterns. The surface was engraved with the technique of openwork ·dots and a holder was
installed to settle the glass bottle. The Songnimsa Sarira Reliquary is considered to show
the early form of the curtain-shaped Reliquary along with Gameunsa.
In chapter Ⅳ, the production time was revised and corrected through the technology
of making the Sarira Reliquary as discussed in Chapter Ⅲ, and the tradition, earrings and
curtain-shaped Reliquary, Bowl with applied disks on body, and the branch shaped diadem
ornaments. The the branch shaped diadem ornaments, which is thought to have been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Baekje Silver Diadem Ornamen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shape of the Yeongrak loop is '8'.
It is believed that the Songnimsa Sarira Reliquary was produced in the late 7th to
8th century during the Unified Silla era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the curtain-shaped
Reliquary and Bowl with applied disks on body, the branch shaped diadem ornaments
production, spreading Buddhist culture to Japan, etc.
Keywords : songnimsa, Buddhist Reliquaries, Production technique, Bowl with applied disks
on body, the branch shaped diadem ornaments, Yeongrak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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