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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 수장고에는 북

(北)코카서스 지역 발견 고고유물 컬렉션이 보관되어 있다. 그 중 배
면에 문양이 있는 원형의 동경이 있다. 발견 정황에 대한 정보는 없으
나, 20세기 초 작성된 박물관 문서 <1918년 북 코카서스 박물관 일괄
유물 대장 No.4503/316>에 해당 유물이 북코카서스 고고학자 예르몰
렌코 마카르 이바노비치에 의해 구입되어 전달된 것이라는 입수경위
만 간략하게 적혀있다. 또한 1941년 주립 보로슐로브스크 향토박물관

(현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 기록상 이 동
경이 미누신스크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동경으로 전해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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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과 관련된 초기 기록은 유물에 대한 분석 없이 구전된 내용을 기
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고에서는 동경의 크기, 동경 배면 문양의
구성 등을 분석하고 중국과 한국 출토유물과 비교하여 이 동경의 원
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 동경에는 두 동자가 꽃가지를 들고 있고
발 아래로는 물결무늬, 위쪽으로는 연화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도상이 중국 하북성과 길립성 일대, 그리고 우리나라 개성 부
근에서 발견되고 있다. 아울러 동경의 주요 모티브로 인물상이 대두되
는 것은 송대(宋)와 금대(金) 동경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동
자상은 금경(金鏡)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세로 편년할
수 있는 이 유물이 청동기시대에 해당된다는 1941년 주립 보로슐로브
스크 향토박물관측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미누신스크 지역 발견
품이라는 점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동경의 크기,
뉴의 형태, 명문의 유무, 문양의 치밀성, 당시 금나라(金國)의 동 수급
상황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유물은 金鏡이라
고 단정하기보다, 다른 지역에서 방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주제어 :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 동경, 고
려경, 금경(金鏡), 방제경, 러시아, 북코카서스, 중세, 유목민

Ⅰ. 머리말
북(北)코카서스(Caucasus)1)의 중심지인 스타브로폴 시(Stavropol
1) 코카서스(Caucasus)는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산맥과 지역의 총칭으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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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에 위치하는 국립 스타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The Stavropol State
Historical, Cultural and Natural-Landscape Museum-Reserve named
after. G. N. Prozritelev and G. K. Prave)2)에는 현재 스타브로폴 박물

관의 전신이었던 북코카서스박물관[Northern Caucasian Museum] 고
고컬렉션 중 하나인 배면에 문양을 가진 원형의 동경이 소장되어 있다.
이 동경은 뉴의 위치, 문양 구성 및 형태상 북코카서스 지역 전통3)과
어 “Кавказ”의 영어식 발음이다. 현지발음을 한국어에 가깝게 카프카스 또
는 깝까스 표기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이 산을 주
로 코카서스로 표기하였다는 점과, 1941년 윤동주가 지은 시 ｢肝｣에서 ‘코
카싸스’로 적혀있었던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현지 발음보다 영
어식 발음인 코카서스가 통용된다는 점을 토대로 ‘코카서스’로 표기하였다.
아울러 본문에 가운데 언급되는 인명이나 지명, 기관명 등의 고유명사의 경
우에도 러시아 원어 보다 우리나라 독자에게 보다 익숙하고 검색이 용이한
영어식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2)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국립 스타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박물관)의 공식 명칭은 국립 스타브로폴 스타
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
관 박물관으로 러시아 북코카서스 연방관구(North Caucasus Federal
District)의 중심도시인 스타브로폴 지역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1905년 2월
24일에 개관한 북코카서스 박물관(North Caucasus Museum)과 동시기 개
관한 시립 교육시각자료박물관(City museum of Educational visual
materials) 개관하였다. 그리고리 니콜라예비치 프로즈리텔레프(Grigory
Nicolaevich Prozriteltv)와 게오르기 콘스탄티노비치 프라베(Georgy
Konstantinovich Prave)이 박물관 건립을 제안하여 현재 박물관 공식 명칭
에 이 두 명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국립 스타브로폴 역
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 또는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3) 북코카서스지역 및 러시아 남부 스텝지구의 전통적인 동경은 기본적으로
무문양의 것으로, 동경 측면에 긴 손잡이가 달리는 병경(柄鏡)과 측면에 짧
은 사각판 형태에 구멍이 나있어 매달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경
(懸鏡)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병경은 최소 기원전 7세기경인 스키
타이(Scythai)시대부터 존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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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혀 무관한 유물로 현재까지 북코카서스지역에서는 유일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박물관 기록을 통하여 해당 유물의 출처를 파악하
고, 문양 구성 및 형태 파악을 통하여 해당 동경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유사한 문양을 지
닌 동경과의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개하
는 유물이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 교류사 연구 자료의 하나
가 되었으면 한다.

Ⅱ. 출토지에 관한 논의
현재 명확하게 이 유물의 출토지와 입수경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 다만 동경과 관련된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내부기록은 3
건만 있는 상태이다. 먼저, 1954년 박물관 유물입수대장 1호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동부, 청동도자 등과 함께 총 11점의 청동유물이
일괄유물로 등록(유물번호 1954년 1호 대장 2828번)된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4). 20세기 초에 작성된 박물관 문서 1918년 북 코카서스 박물
관 일괄유물 대장 No,4503/316에 “다양한 고대 유물. 청동유물 : 문양
이 있는 거울은 ...(중략)... 마카르 이바노비치 예르몰렌코(Makar
Ivanovich Yermolenko)에게 25루블을 지급하고 입수하였다5)”라고 적
4) Книга поступлений № 1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
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и природноландшафтного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и
мени Г.Н. Прозрителева и Г.К. Праве, 1954 (국립 스타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
유물입수대장 1호, 1954)
5) “Разные древние предметы. Бронзовые: зеркальцо съ фигурами…
от Макара Ивановича Ермоленко приобретены покупкою за 25 ру
б.” Инвентарная книга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Губернского музея Севе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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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있는 것으로 보아, 동경 한 점이 1954년 유물대장 1호 2828번 일괄유
물과 함께 구입되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고고학예연구실장 크라브초바 스베틀라나 L.(Kravchova Svetlana L.)
은 이 유물이 1941년 작성되었던 보로쉴로브스크 주립향토박물관[The
Regional Museum of Local History of Voroshilovsk]6) 유물대장
No.14082/1-11호 유물7)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1941년 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출토지가 시베리아 미누신스크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였
다8).
ного Кавказа. Отдел археологии (Общий список). Ставрополь,
1918 (북코카서스 스타브로폴 유물대장. 고고분과 (전체목록). 스타브로
폴, 1918)
6) 보로쉴로프는 1931～1943년 간 스타프로폴의 옛 명칭으로,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은 1935년 1월 1일부터까지는 북코카서스주 보로쉴로프 시립 향토박
물관으로 명명되었고, 1938년 1월 1일부터 1942년 12월 31일까지는 오르조
니키제프주 주립 보로쉴로프스크 향토박물관으로 불렸다.
Опись № 1. дел посто янного хранения, 1917–1938 гг., Государств
енный архив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Фонд № Р-645. ; Опись № 2
дел постоянного хранения, 1905–1943 гг.,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
ив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Фонд № Р-645. ; Опись № 3. дел постоя
нного хранения, 1925–1996 гг.,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тавроп
ольского края, Фонд № Р-645. (｢1917-1938년 상설소장에 관한 업무｣ 스
타브로폴주(州) 국립기록원, 기록물철 R-645, 문서번호 1, 스타브로폴주
(州) 국립기록원, 기록물철 R-645 ; ｢1905-1943년 상설소장에 관한 업무｣
문서번호 2, 스타브로폴주(州) 국립기록원, 기록물철 R-645 ; ｢1925-1996
년 상설소장에 관한 업무｣ 문서번호 3, 스타브로폴주(州) 국립기록원, 기
록물철 R-645)
7) «…2 зеркала…из Минусинского уезда Енисейской губернии. Брон
зовый век(예니세이주(州)) 미누신스크에서 ... 거울 2점... 청동기시대»
Каталог учётных карточек Краевого музея краеведения г. Ворош
иловска 1941 (보로쉴로프 주립 향토박물관 유물대장, 1941)
8) Кравцова С.Л., Ли Джи Ын, “Об одном бронзовом зеркале из фондо
в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и при
родно-ландшафтного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имени Г.Н. Прозрителе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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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물에 대해서 상기한 세 기록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출토
지 및 입수 당시의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두 번째 기록인 1918년 유물대장 기록과 1954년 유물대장 기록을 비교
해보았을 때 출토예상지가 상반됨을 알 수 있다. 1918년 기록에서는 마
카르 I. 예르몰렌코가 북코카서스박물관에 청동일괄유물을 팔았고, 그
가운데 동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그는 원래 시골학교 교사 출신으
로 블라디카프카스(Vladikavkaz)에 위치한 북코카서스 향토사대학 부
속 박물관 유물관리자, 그리고 날칙(Nalchik) 소재 카바르디나 민족박
물관에서 관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러시아 혁명 이전부터 북코카서
스, 특히 카바르디나(Kabardina)와 발카리야(Balkariya) 고대유물에 대
한 관심이 많았고 해당 지역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참여하고, 지역
민으로부터 유물을 증여․구입하여 지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자료
를 중심으로 수집활동을 하였다9). 또한 스타브로폴 박물관 및 카바르
디나 박물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북코카서스 지역사와 관련된 유물이
수집․전시되어 왔고, 예외적으로 미술작품 중에 모스크바와 레닌그라
드(현 상트페테르부르그) 소재 박물관으로부터 양도받은 것들이 있
다10).
а и Г.К. Праве”, Материалы Первого Маждарског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о
го Форума, Казань, 2016, С.53 (크라브초바 S. L., 이지은, ｢국립 스타브로
폴 스타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역사․문화 및 자연․경
관박물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경 1점에 관하여｣, 제 1회 마자르스
크 고고 포럼 자료집, 카잔, 2016, 53쪽.)
9) Аппаева Ж.М. “История создания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Нальчик
е”, Наследие веков. №3, 2015. С.103-104 (아파예바 Zh. M. ｢날칙의 향
토박물관 형성 역사｣, 세기의 유산 №3, 2015, 103〜105쪽.)
10) Эфендиев Ф.С., Тхазеплова Ж.С.,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Кабард
ино-Балкар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Центр краеведческой работы”, П
роблемы культуры в совермен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 глобальные, на
циональные, регионально-этническик. 2015, С.183 (에펜디예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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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세 번째 기록에는 출토지가 미누신스크, 즉, 시베리아지역
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유물과 관련된 기록이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시베리아 지역에서 출토된 일괄유물에 관한 것인
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북코카서스박물관의 경우, 향토사박물관이고,
그 위치도 소련의 중심지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그와 같은 성격
도 지니지 않으므로, 소련 각지의 역사․문화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
는 박물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시베리아 출토품이
해당 박물관에 입수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굳이 연결시켜 보
자면, 시베리아 미누신스크에서 출토되는 동경과의 비교적 유사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물론 정확한 출토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나, 북코카서스 소재 향토박
물관 소장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북코카서스 지역사를 연구한 마카르
예르모렌코를 통해 입수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동경은 북코
카서스 일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S., 트하제플로바 Zh. S.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의 민족박물관 : 지
역연구센터｣, 현대교육에서 문화의 글로벌, 민족적, 지역-인종적 문제,
2015, 183쪽.)
Колесникова М.Е. “Музейное дело на Ставрополье : Страницы ис
тории”, Вестник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45, 2006, С.22-23 (콜레스니코바 M. Ye. ｢스타브로폴의 박물관 업무 : 역
사의 장｣, 국립 스타브로폴 대학교 잡지 №45, 2006, 22〜23쪽.)
Колесникова М.Е. “Создание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Музея Северного Ка
вказа (1905–1927 годы)”, Наследие Веков № 3, 2015, С.95 (콜레스니
코바 M. Ye. ｢북코카서스 박물관의 성립과 활동｣, 세기의 유산 № 3,
2015, 95쪽.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м. Г. Н. Прозрителева и
Г. К. Праве,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м. Г. Н. Про
зрителева и Г. К. Праве, изд-во Вестник Кавказа, 2005 (G. N. 프로
즈리텔레프, G. K. 프라베 스타브로폴 향토박물관, G. N. 프로즈리텔레프,
G. K. 프라베 스타브로폴 향토박물관, 베스트닉 카프카자 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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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덧붙여, 본고에서 살펴볼 동경이 소장되어 있는 국립 스타브로
폴 박물관 권역인 스타브로폴州(Stavropol Krai) 소재 고분에서 내행
화문경(內行花文鏡)계 동경이 출토된 사례가 있는11) 것으로 보아 초
기철기시대부터 북코카서스 일대에 동경부장 또는 매납 습속이 있었고
중국계 동경의 유입되었으며, 중세에 이르기까지 동경 부장 또는 매납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철기시대인 스키타
이, 사르마트시기부터 여러 갈래의 유목민들 간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러시아 남부 스텝지역인 볼고그
라드(Volgograd) 주, 사라토프(Saratov) 주, 로스토프(Rostove) 주, 크
림(Cremia)반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Donetsk) 주에서 金系 동경인
보화문경(寶華文鏡), 쌍룡문경(雙龍文鏡), 선인구학문병경(仙人龜鶴文
柄鏡), 도상인물문경(渡上人物文鏡) 등이 발견된 바 있는데12), 이는 단

순하게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에서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타지 출토
金系 동경을 구입했다고 생각하기보다, 북코카서스 일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분석대상과 지리적 범

11) 이지은,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출토 漢式 사르마트鏡｣, 文物硏究 18,
2010
Оборин Ю.В., Савосин С.Л., Китайские бронзовые зеркала : Корп
ус случайных находок. Красноярск-Москва, 2017, С.13 (오보린 Yu.
V., 사보신 S. L., 중국 동경 : 수습품, 크라스노야르스크-모스크바, 2017.
13쪽.)
12) Ibid. С.29-37 (위의 책, 29～37쪽.)
Зенюк Д.И., Парусимов И.Н., “Случайные находки погрбе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г.Ростова-на-Дону”, Историко-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
дования в Азове и на Нижнем Дону в 2012г. Вып.28, Азов, 2014,
С.134-137 (제뉵 D. I,, 파루시모프 I. M., ｢로스토프 나도누 일대 고분 수
습 유물｣, 2012년 아조프, 돈강하류역 역사․고고학적 조사연구 28호,
2014, 134-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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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확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금계 동경이 러시아 남부 스텝지역
을 거쳐 북코카서스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유무에 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동경의 특징
본고에서 소개할 동경은 직경 8.7cm의 원형으로 사물이나 얼굴을 비
추어 볼 수 있는 정면은 표면에 산화물이 다소 부착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매끈하고, 배면에는 뉴와 문양이 배치되어 있는 비교적 완
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면과 배면은 특별히 구획이 나누어지지
않은 채, 배면의 정중앙에는 뉴가 위치하고 있고, 배면의 가장자리는
다른 부분보다 약간 높은 연부로 마감되고 있으며, 뉴와 연부 사이에는
문양이 베풀어져 있다. 뉴는 교상뉴로 뉴의 윗부분은 다소 마연하여 편
평한 형태를 하고 있다. 뉴공을 내기 위하여 막대심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뉴의 모서리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온 형상을 띠는 등 세밀
하지 않게 마감되었다. 연부는 폭이 약 0.2cm, 높이가 0.6cm로 좁게 수
직으로 올라오다가 끝부분이 약간 내만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내경연
(內傾緣)을 하고 있다.

뉴와 연부 사이 공간은 문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뉴의 좌우에는 사
람의 형상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화초문양 등으로 채워
져 있다. 문양 사이사이 빈 공간에 부분적으로 물결무늬와 같은 약한
곡선의 단사선문(?)이 조금씩 보이는데, 동경을 주조한 뒤 다치구와 같
은 것으로 새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뉴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위치한 사람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는
데, 신체비율상 좌측의 형상은 약 3.3등신, 우측은 4등신 정도 되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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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립 스타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 소장 동경

아가 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좌측의 동자는 왼손은 아래로 내리고 오
른손은 위로 올려 양 손에 꽃줄기를 쥐고 있고,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을 하며, 몸을 약간 틀었으나 거의 정면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동자는 양팔을 위로 올려 꽃줄기를 쥐고 있으며, 오른쪽
다리로 땅을 딛고 있고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등을 보이면서 뛰고 있
는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모양과 복식은 간략하게 표현되어, 머리장식
은 전혀 알아볼 수 없고, 복식은 저고리 깃이 V자형으로 여며져 있다
는 정도만 파악이 가능하다.
동경 상부에는 화초문이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세
종류의 꽃이 한 송이씩 표현되어 있다. 가운데에는 씨방을 중심으로 7
개의 꽃잎이 펴져 있는 꽃이 있는데, 이는 형태상 만개한 연꽃으로 보
인다. 왼쪽에 위치라고 있는 동자가 한 손으로 이 꽃의 줄기를 잡고 있
다. 연꽃으로 추정되는 꽃 우측에는 세 개의 길쭉한 꽃잎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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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배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동글동글한 꽃잎 세 개가 달린 꽃이 있
다. 국립 스타브로폴 향토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실장이자 생물학 박사
인 V.G. 다닐레비치(Danilevich)의 견해에 따르면 우측의 꽃은 수령초
(fuchsia)이고, 좌측의 꽃은 난초꽃(또는 연꽃의 열매)일 가능성이 있다

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13), 수령초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어,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 시기 아시아와 유럽대륙까지 도래하였
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화문의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꽃의 종류
를 수령초라고 단정하기보다, 이 동경의 제작지 및 출토지와 식생의 관
계 및 해당지역의 특정 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동경 하부에는 운문과 유사한 문양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문양이 거
울의 하부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문양과 꽃문양이 줄기로 추정되
는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구름을 나타낸 것이
라고 보기 보다는 연꽃이 서식하고 있는 호수나 연못, 또는 연잎을 표
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밖으로 볼록볼록하게 연결된
선, 안에 중간중간 있는 작은 원과 몇 개의 선은 중세, 근세 회화에 표
현된 연잎의 형태와도 다소 유사하다.

Ⅳ. 비교분석
국립 스타브로폴박물관 소장 동경과 같이 원형경으로 뉴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한 명의 동자가 연꽃가지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발 아래
에는 연못이 묘사된 모티브를 갖는 동경으로 중국 河北省 圍場縣[围场
县] 출토 동경, 吉林 德惠後城子古城[德惠后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
13) Жизнь растений, 1980, с.192 (식물의 삶, 1980,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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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泃[叉县大淸泃] 출토 동경, 그리고 우리나라 개성부근에서 출토된 것

으로 전해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2점(구 덕수궁미술관 소장자료,
유물번호 덕 5731, 덕1923)을 들 수 있다. 문양으로 동자연지유희문경
(童子蓮池遊戲文鏡) 또는 동자채화경(童子菜花鏡)이라 일컬어지고 있

다14). 동자유희문경은 북송대에 창안된 동자문동경에 기원을 두고 있
다 금경으로는 도안도 다채롭고 수량도 많은 편으로 대부분 식물줄기
(연꽃줄기, 모란줄기 등)를 잡고 놀고 있는 도안이 많아 동자가 주 모

티브인 요, 송경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탕에 초화문
을 가득 채우고 그 사이에 네 명을 동자가 놀고 있는 모습, 물줄기를
잡고 엎드려 있거나 매달린 모습, 4명의 동자가 누각 아래의 파초 사이
에서 북을 치거나 공놀이를 하는 모습 등이 보인다. 동자문은 동경 뿐
아니라 금대 고분장식, 옥기로도 제작되어 활발하게 적용되었고, 우리
나라 청자에도 나타나는 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자가 두
마리의 새로 대체된 변형된 문양도 보이고 있다15). 이렇게 여러 동자
가 나타나고, 연지와 결합되는 것16) 다산의 상징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한편, 당시 칠월칠석날이 되면 어린이들이 연꽃 등의 다양한 식물을 손

14) 李蘭暎, 高麗鏡 硏究, 통천문화사, 2010, 198쪽.
朴珍璟, ｢金系 高麗銅鏡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8, 45〜
46쪽.
15) 李蘭暎, 앞의 책(2010), 198쪽.
朴珍璟, 앞의 책, 45〜46쪽.
국립청주박물관, 국립박물관 소장 한국의 동경, 1992, 69쪽.
薜智恩, ｢湖西地域 高麗時代墳墓 出土 銅鏡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
구논문, 2015, 67쪽.
황정숙, ｢高麗 中․後期 思想을 통해 본 銅鏡 文樣의 象徵性 硏究｣ 대구가
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82〜183쪽.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청주 용암유적(II), 2000, 455〜481쪽.
16) 연꽃이 핀 연못에서 동자가 노는 장면에서 ‘蓮’과 ‘連’이 발음이 같아서 連
生貴子, 즉 연달아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도 가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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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잡고 개봉 시내를 뛰어 놀았던 풍습이 있어 이를 공예의장으로 활
용했다는 견해도 있다17).
河北省叉縣大淸泃(叉县大淸泃) 출토 동경 연부에는 □□縣官匠이라

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특히 동금정책을 시행하면서 명문을 남기는
검증제도가 있었던 1170년에서 1204년 사이에 제작된 금경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河北省 圍場縣 출토, 吉林 德惠後城子古城 출토, 우리나라
개성 부근 출토,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자연지유희문경에는
별도의 명문은 관찰되지 않는다18).
기본적으로 상기한 동자연지유희문경의 문양을 포함한 배면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뉴의 형태, 화초문의 형태, 그리고 동자
문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경이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뉴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기하였듯이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경은 교상(橋狀)의 뉴
에 네 모서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듯한 형상을 하여 위에서 보았을
때 모서리가 튀어나온 직사각형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와 유사한 것은
우리나라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동경 2점과 河北省
圍場縣 출토 동경을 들 수 있다. 반면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과
吉林 德惠後城子古城 출토 동경은 배면 중앙에 단추모양의 작은 뉴(小
鈕)가 배치된 것이 차이점이다.

17) Ellen Johnson, Laing, Chin Tartar Dynasty (1115-1234) Material culture,
Artibus Asiae, Vol.49, No.1/2(1988-1989), pp.73-126 재인용
朴珍璟, 앞의 책, 44〜45쪽.
18) 특히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금경은 12세기 3/4분기 이후 고려에 수용되
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12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활발했을 것으로 판
단된다. 朴珍璟, 앞의 책, 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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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뉴의 형태에 따른 분류
소장처 국립스타브로
출토지 폴박물관

개성부근
덕5731

개성부근
덕1923

河北省圍場縣 吉林德惠後城 河北省叉縣大
출토
子古城 출토 淸泃 출토

뉴
형태
A

B

[표 2] 전체 문양 구성 및 부문양 배치 양상에 따른 분류
소장처 국립스타브로
출토지
폴박물관

개성부근
덕5731

개성부근
덕1923

여백 약간

여백 없음

河北省圍場縣 吉林德惠後城 河北省叉縣大
출토
子古城 출토 淸泃 출토

전체
형상

여백

여백 약간

부문양
(물결문)

여백 없음

여백 많음

여백 많음

없음

없음

부분적 배치 부분적 배치 전체적 배치 전체적 배치
A

B

유형
II

I

전반적인 문양구성에서 보면, 동자문과 화초문, 연지문이라는 주문양
모티브는 동일하나, 부문양이 여백을 메우고 있는지에 따라 배면의 전
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지에 차이가 난다. 중국 吉林 德惠後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은 주문양만 배치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중국 河北省 圍場縣 출토 동경과 개성 부근 출토 동경, 국립 스타브로
폴 박물관 소장 동경에는 주문양 사이의 여백에 물결무늬와 같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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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물결무늬 배치 정도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
는데, 중국 河北省 圍場縣 출토유물과 개성 부근 출토품으로 덕 1923
동경은 여백의 전체가 물결무늬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반면, 개성부근 출
토 덕 5731 동경과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경은 물결무늬가
부분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양의 선명도와
세밀함이 다른 두 동경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화문과 연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문은 형태상 3종류
로 나뉘는데, 연화문을 제외한 꽃의 종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다
른 두 종류의 화문은 편의상 화문 1, 화문 2로 명명하도록 한다. 연화
문은 총 7개의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고, 꽃잎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넓
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연화문이 납작한 편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로 분류되고, 납작한 연화문의 경우 꽃잎 사이 간격이 좁고, 납작
하지 않은 연화문은 꽃잎 사이가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인다. 전자에는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품, 개경 부근 출토 덕 5731, 덕 1923, 중
국 河北省 圍場縣 출토 동경이 해당되고, 후자에는 중국 吉林 德惠後城
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이 속한다.

화문 1의 경우 세 개의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꽃판이 점
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품, 개경 부근 출
토 덕 5731, 덕 1923, 중국 河北省 圍場縣 출토 동경에 표현된 꽃잎 세
개는 서로 비슷한 모양과 너비로 표현되어 있는데 반해, 중국 吉林 德
惠後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에서는 세 개의 꽃잎 중 하

나가 좁아 보인다.
화문 2는 세 개의 동글동글한 꽃잎이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붙어 있
는 꽃문양이다. 중국 吉林 德惠後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
경의 화문 2는 꽃잎이 마치 하나의 잎처럼 붙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
는데, 다른 4점의 동경에 표현된 화문 2는 꽃잎 하나하나의 형태를 명
확하게 표시하면서 3개의 별개의 꽃잎이 가운데 꽃판에서 만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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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부 문양(화초문 및 연지문) 형상에 따른 분류
소장처 국립스타브로
출토지 폴박물관

개성부근
덕5731

개성부근
덕1923

河北省圍場縣 吉林德惠後城 河北省叉縣大
출토
子古城 출토 淸泃 출토

연화문

화문 1

화문 2

연지문
(?)
유형

A

B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화문 2는 그 자체의 형상으로도 2유형으로 분
류될 수 있으나, 그 위치에 따라서도 좌측 동자 머리 위쪽에 위치하는
것과 좌측 동자 발 옆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분된다. 중국 吉林 德惠後
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에서 화문 2가 동자의 발 옆에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4점의 동경에서 동자 머리 위쪽에 위치하고 있
다.
임의로 연지문이라 명명한 문양은 실상 연지문인지 연잎문인지 파악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문양은 연꽃을 비롯한 꽃줄기와 연결되어 있어
연꽃이 자라는 연지나 넓디넓은 연잎을 형상화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중국 吉林 德惠後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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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보다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형상화되어 있고, 나머지 4점
의 동경에 표현된 연지문은 그 곡선이 인위적이고 도식화된 형상을 하
고 있다.
뉴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된 동자문은 팔, 머리, 복식으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좌측의 동자는 몸통과 얼굴
은 거의 정면을 바라보는 듯 하고,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왼쪽
다리는 뒤로 뺀 형태로 얼핏 살펴보았을 때는 다리를 꼬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우측의 동자는 좌측의 동자보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
는데, 양 팔을 모두 벌리면서 위로 올리고 있고, 다리 한 쪽을 제법 높
게 들면서 뒤로 빼고 있다. 얼굴은 반측면을, 몸통부분은 거의 뒷부분
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품, 개경 부근 출토 덕 5731, 덕 1923,
중국 河北省 圍場縣 출토 동경에 표현된 왼쪽 동자는 왼팔은 위로 들
고 있고, 오른팔은 아래로 내리고 있는 반면, 나머지 2점, 즉 중국 吉林
德惠後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에 있는 왼쪽 동자는 양

팔을 넓게 벌리면서 위로 들고 있다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머리의
표현에서도 일단 모두 얼굴 표정은 생략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吉
林 德惠後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 속 동자는 머리카락

을 양 갈래로 나눈 뒤 위로 올려 양쪽으로 감아올려 뭉친 형태를 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4점의 동경에서는 머리카락 표현이 모두 생략되어,
어떤 식으로 머리를 정돈했는지 알 수 없다.
복식을 살펴보면, 모두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 중 吉林 德
惠後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 속 동자는 저고리 위에 조

끼와 같은 것을 덧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매와 바짓단에는 동자의
움직임에 맞는 세밀한 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중국 河北省 圍場縣 출토
와 개경 부근 덕 1923 동경의 동자는 저고리 목부분이 V자형으로 여미
어져 있고, 저고리 위에 조끼(?)로 보이는 것을 덧입은 것 같으며, 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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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매와 몸통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에 간략하게 주름이 표현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성 부근 출토 덕 5731 동경과 국립 스타브로폴
[표 4] 동자문의 세부 표현
소장처
출토지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좌측동자문

우측동자문

팔 표현

머리
표현

복식

좌측 동자
오른팔 내림

?

V자형 깃

유형

II

개성부근
덕5731

좌측 동자
오른팔 내림

?

V자형 깃

A

개성부근
덕1923

좌측 동자
오른팔 내림

?

V자형 깃
조끼(?) 형상
간략한 주름
I

河北省
圍場縣

좌측 동자
오른팔 내림

?

V자형 깃
조끼(?)
간략한 주름

러시아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국립 스타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박물관) 소장 동경 검토 / 이지은

吉林
德惠後城子
古城

99

좌측 동자
조끼(?)
양 갈래
양팔 올림
세밀한 주름

B

河北省
叉縣大淸泃

좌측 동자
조끼(?)
양 갈래
양팔 올림
세밀한 주름

박물관 소장품의 동자 역시 저고리 목부분이 V자형으로 여미어져 있
으나, 조끼와 주름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 즉, 옷의 표현에서 V자형 여
밈, 조끼, 옷주름 유무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중국 河北省 圍場縣
출토와 개경 부근 덕 1923 동경은 V자형 저고리 여밈, 조끼, 간소한 주
름 표현으로 보아, 다른 두 유형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 문양구성 및 부문양(물결문양) 배치 양상, 화초문 및 연지문 형
상 및 배치 양상, 동자의 포즈와 머리 및 옷의 표현상 다음과 같이 종
합해볼 수 있다.
먼저 河北省 叉縣 大淸泃 출토 동경은 연부에 경의 제작과 관련된
관서명이 있으므로 금의 관장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아 金鏡으로 추
정할 수 있고, 해당 동경의 속성(여백, 문양표현 및 배치 등)과의 유사
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관서명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吉林德惠後
城子古城 출토 동경과 모든 속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河北省圍場縣 출토유물, 개성부근 출토 덕 5731, 덕 1923 동경,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경은 8가지 속성이 일치하고 있어 4점

100 石堂論叢 71집

[표 5] 종합표
구분

스타브로
폴

개성부근 개성부근
덕5731
덕1923

여백

약간

약간

없음

없음

있음

있음

부문양(물결문)

희미

희미

선명

선명

없음

없음

河北省
圍場縣

吉林德惠後 河北省叉縣
城子古城
大淸泃

연화문

편평

편평

편평

편평

다소 볼록

다소 볼록

화문 1 형태

균일

균일

균일

균일

불균일

불균일

화문 2 형태

별개

별개

별개

별개

합일

합일

화문 2 배치

머리 위

머리 위

머리 위

머리 위

발옆

발옆

연지문 형태

형식화

형식화

형식화

형식화

부드러움

부드러움

동자 포즈

오른팔↓

양팔↑

양팔↑

동자 머리형태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양갈래

양갈래

V자형
저고리깃

유

유

유

유

무

무

옷주름

무

무

간략

간략

세밀

세밀

조끼 유무

무

무

유

유

유

유

오른팔↓ 오른팔↓ 오른팔↓

의 동경은 그 유사도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河北省 圍場縣 출토품도
金의 중심지 중 하나인 지역에서 출토된 데다가 문양이 매우 선명하여,

이 비록 관서명은 없고 河北省叉縣大淸泃 출토 금경과 속성상 다소 차
이가 있지만, 금국 내 다른 공방에서 제작하였던 금경이었을 가능성도
있다19). 더욱이 河北省圍場縣 출토유물, 개성부근 출토 덕 1923 동경은
동자가 조끼를 입고 있고 옷주름이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吉林 德惠
19) 당시 고려인의 동기 제작기술은 중국 뛰어나 많은 송사들이 고려동기를
입수하려 하였고, 금의 동부족현상으로 말미암아 동경이 비싼 가격에 거
래되었고, 금 조정에서도 동경을 사들이는 정책을 펼쳤을 만큼, 동경은 고
부가가치상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금경의 형태로 동
경을 만들어 다시 금으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것 같다. 박한
남,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81
쪽; 朴珍璟, 앞의 책, 11～12쪽.

러시아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국립 스타브로폴 101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박물관) 소장 동경 검토 / 이지은

後城子古城, 河北省 叉縣大淸泃 출토 동경과의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

다. 한편,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품과 덕 5731의 동자는 조끼를 입었
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옷주름도 생략되어 있어, 차이점 보인다. 스타
브로폴 박물관 소장품과 덕 5731은 아울러 주문양이 베풀어지지 않은
여백부분에 물결문양이 河北省圍場縣 출토유물, 개성부근 출토 덕
5731의 물결무늬보다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河北省圍
場縣 출토유물, 개성부근 출토 덕 5731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지만 조잡

하게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동경 제조시 원경을 활용하여 여러 번
되부어 내는 수법(답반법)으로 재주한 후 일부 문양에 수정했을 가능
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자연지유희문경은 河北省圍
場縣 출토 동경, 개성부근 출토 덕 5731, 덕 1923과 유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경의 크기는 많게는 1.2cm, 적게는 0.2cm가량 작은
편이고, 특히 연부폭은 0.4～0.2cm 좁은 편이다. 동경의 직경과 연부폭
의 비율을 비교
한 것이 왼쪽의
도표이다. 이 도
표에서 보면, 河
北省

叉縣大淸

泃 출토 동경과
吉林

德惠後城

子古城 출토 동
[표 6] 동경 직경과 연부폭의 비율

경 간 크기와 연
부폭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유사도가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河北省圍場縣 출토 동경과 개성부근 출토 덕
5731, 덕 1923 서로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는 현상은 이 세 동경 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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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비율상에서도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문양의 구성을 통해 본 유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경은 제작과정에서 연부를
대폭 줄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고, 이는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경이 金에서 생산되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이
동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河北省圍場縣 출토 동경과 유사한 경
을 본떠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본고의 연구대상인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
장 동자연지유희문경은 금의 동자연지유희문경을 모본으로 하여 방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출토지 미상으로 인하여 국립 스타브로
폴 박물관 소장 동경이 언제 북코카서스 일대(?)로 유입되어 사용․폐
기(?, 부장 또는 매납)되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중
국에서는 고사문경, 신선구학문경, 방고경, 동자유희문경, 황비창천문
경 등의 금의 특징적인 동경은 금 희종(熙宗)(1135～1149) 때부터 서서
히 제작되기 시작해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는 대정연간(大定年間)
(1161～1189)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0). 아울러,

문양 모티브가 동일한 河北省叉縣大淸泃 출토 동자유희문경을 보면,
연부에 험기관 각명이 있으므로 河北省叉縣大淸泃 출토 동경은 금대
동금정책과 관련하여 大正十年(1170)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太和四年
(1204)까지 지속되었던 동경 검증제도21)가 있었던 시기인 12세기 후

반～13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스타브로
폴 박물관 소장품은 금경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시기는

20) 朴珍璟, 앞의 책, 1쪽, 18쪽.
21) 이난영,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1992, 156～158쪽.
안귀숙, ｢高麗時代 金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美術의 對外交涉, 예경,
2004, 175쪽.
朴珍璟,, 앞의 책, 18～19쪽.

러시아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국립 스타브로폴 103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박물관) 소장 동경 검토 / 이지은

빨라야 13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으로는, 식물문양과 동자문양이 북코카
서스 및 러시아 남부스텝지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모티브가 아니라는
점이다. 러시아 남부 스텝지구이자, 북코카서스 일대, 흑해 연안에는
기원 전후시기 그리스 식민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다. 로스토프주, 크라
스나다르주, 크림반도에는 판티카페이움(Panticapaeum, Παντικάπαιο
ν), 헤르소네스(Chersonesos. Χερσόνησος), 테오도시아(Theodosia , Θ
εοδοσία), 키메리콘(Kimmerikon, Κιμμερικόν), 님파이온(Nymphaion,
Νύμφαιον), 올비아(Pontic Olbia, Ὀλβία Ποντική), 타나이스(Tanais,
Τάναϊς)와 같은 고대 그리스 식민도시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그
리스 식민도시에서는 그리스, 로마시대 석관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데,
그 중에 꽃줄기와 식물줄기, 그리고 동자가 새겨진 것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석관에 표현된 꽃줄기는 죽음을 슬퍼하
는 장송의례와 관련된 문양이라고 해석22)되고 있는데, 북코카서스지역
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지동자유희문경을 장송의례와 관련되
는 기물로 여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기존의 문화적 전통 위
에서 연지동자유희문경의 문양구성요소가 배타적이지는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국립 스타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스타브로폴 역
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 소장 동경(유물번호 1954년 1호 대장
2828번)은 12세기 이후 제작된 金系 鏡인 동자연지유희문경이다. 동경

22) 황정숙, 앞의 책, 184〜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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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중국 및 우리나라 출토 동자연지유희문경에 비해 약간 작은
편이고, 연부는 상당히 좁아, 동경 직경과 연부 비율상 금경 및 고려경
과의 유사도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한편 문양 구성에 있어서는 연화
문과 화문, 동자문 등의 배치와 형상은 河北省圍場縣 출토 동경, 개성
부근 출토 덕 5731, 덕 1923 상당 부분 비슷하다. 특히 개성부근 출토
덕 5731과는 주문양 사이에 들어간 물결문양이 희미하게 표현되었다는
점, 동자의 머리 모양과 복식이 아주 간략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유물은 金에서 제작되어 유라시아 지역
을 거쳐 북 코카서스로 유입된 것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방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코카서스 지역 13세기 유적에서
여진계 유물23) 및 중국 화폐24)로 추정되는 것이 발굴된 바 있으므로,
유라시아 동쪽지역과 유라시아 서쪽 북코카서스지역과의 교류는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번에 소개한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자연지
유희문경이 향후 유라시아 교류사를 연구하는데 하나의 자료로 역할하
기를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2018년 6월 10일에 투고 되어,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7월 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23) Нарожный Е.И. “Чжурчженьские предметы эпох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н
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 антропология Евр
азии, №4(32), 2007. С.60-65 (나로지느이 Ye. I. ｢북코카서스 중세시대 여
진계 유물｣, 유라시아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4(32), 2007. 60〜65쪽)
24) Нарожный Е.И, “О находках китайских монет XIII века на террито
рии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естник Академии наук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
лики, №4(29), 2015, С.64-69 (나로지느이 Ye. I. ｢13세기 북코카서스 출토
중국 동전에 관하여｣, 체첸공화국 과학원 잡지, №4(29), 2015. 6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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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ronze Mirror at the
Stavropol State Historical, Cultural
and Natural-Landscape
Museum-Reserve Named after G.N.
Prozriteleva and G.K. Prave in Russia
Lee, Ji-Eun
Archaeological finds from the Caucasus are preserved at the fond
of the Stavropol State Historical, Cultural and Natural-Landscape
Museum-Reserve named after G.N. Prozriteleva and G.K. Prave.
Among them there is a bronze mirror with decoration which i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reflecting mirror side. Even though there’s
no information about discovery situation, according to the museum
document “Collection Register of Northern Caucasian Museum in
1918 No.4503/316” which was written at the early of 20 century the
mirror might be bought by Yermolenko Makar Ivanovich, the
archaeologist from the Northern Caucasus. Moreover the record of
State Voroshilov Museum of Reginal Studies(in these days it calls
the Stavropol State Historical, Cultural and Natural-Landscape
Museum-Reserve) told that this bronze mirror might be found in
the Minusinsk region of Siberia and be determined date, possibly
Bronze Age. As these kinds of some early records on bronze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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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onsidered that they had been orally transmitted as without
analysis, in this paper, author tries to analyse the size, decoration
details etc. and compare with analogous mirrors, which were found
in China and Korea.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it makes sure some points.
First, on our bronze mirror there are two young-boy figures with
the flower, wave pattern in below and lotus pattern on above. The
similar images are found around Hebei province and Jirin province
in China, and Kaesong in Korea. In addition, human figure as the
main motif of bronze mirror is characterized with bronze mirrors of
Chinese Song and Jin dynasties. Especially, boy-figures are often
shown on the Chinese Jin dynasty bronze mirrors. Therefore it is
needed to reconsider for the Voroshilov Museum record on dating
mirror as bronze age, and it is possible that the discovery place is
not Minusinsk. Second, according to size, form of knob, absence of
inscription and lack of decoration accuracy bronze mirror at the
Stavropol State Museum is not possibly made in Jin dynasty, China.
Moreover restriction of the use of valuable copper and bronze in Jin
dynasty also give a chance to interpret that the bronze mirror at the
Stavropol State Museum might be made outside of the territory of
Jin.
Keywords : Stavropol State Historical, Cultural and NaturalLandscape

Museum-Reserve,

bronze

mirror,

Goryeo-period bronze mirror, Jin dynasty bronze
mirror, replica of Chinese bronze mirror, Northern
Caucasus, middle ages, nom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