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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나 거대한 유라시아의 역사적
흐름과 분리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유라시아를 거시
적으로 조망하면서 세계사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 유라시아 서부지역 발견
인물문양 동양계 동경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다루는 동경은 유라시아 서부지
역, 즉 러시아 서부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되었던 동경 4점으로, 형식상 금대 동
자연지유희문경과 파상인물문경에 해당한다. 동자연지유희문경으로는 러시아
국립스타브로폴 박물관에 소장품 1점, 우크라이나 비니츠크 크르조폴스크 발견
동경 1점이고 이 동경은 인물문형태, 복식, 화문의 형태와 배치, 여백 정도에 있
어서 상당히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동일한 형식에 속하는 것은 러시
아 극동지역 하바로프스크, 중국 지린성과 허베이성 출토동경, 그리고 개경 등지
에서 발견된 고려경이 있다. 동자연지유희문경은 문양에 따라 2분되는데, 인물상
에서 역동성이 드러나는 것, 문양이 조밀한 것이 세트를 이루고, 정적이면서 여백
이 많은 것이 역시 세트를 이룬다. 이 두 가지 모두 중국 허베이성 일대에서 출토
되고 있고, 현재 자료의 부족으로 선후관계 및 출토상황을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유라시아 서부지역 파상인물문경으로는 러시아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 발견
동경, 우크라이나 헤르손 발견 동경이 알려져 있다. 이 두 동경은 중국 허베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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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한국 개경 출토의 것과 비교했을 때, 주문양인 인물상의 크기가 작고 안면이
나 옷주름 등이 간략하며, 배경문양인 파상문은 굵고 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으
며, 다른 문양 생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안, 허베이, 한국 개경 출토
품과 마찬가지로 험기가 있어, 금대 동금정책이 행해졌을 시기 제작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유라시아 서부 발견 인물문경은 극동지역을 제외한 유라시아 동부지역에서는
하카시아, 미누신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와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동일
한 형식의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영역은 킵차크한국, 차가타이한국을 포함한
몽골제국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물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칭기즈칸의 원정
과 몽골의 서진을 직접 원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향후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
지면 유라시아 사람과 물질의 이동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주제어 : 유라시아 서부지역, 인물문경, 금경, 고려경, 동자연지유희문경, 파상인
물문경,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우크라이나 비니츠크 크르조폴스크,
헤르손, 볼고그라드 미하일로프카, 몽골제국, 인적 교류, 물적 교류

Ⅰ. 머리말
최근 유라시아 동서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
아시아의 일부이자 유라시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
화를 유라시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 세계사적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사에 한정되고,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원
류와 기원을 찾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유라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것이다. 기존 국내 학계에서는 유라시아와의 교류에 대해 논의하면서 초원길
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다. 한민족과 민족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알타이
지역을 주목하거나, 신라 고분문화의 기원으로 스키타이와 알타이를 주목하
였고, 흑해 연안과 코카서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광대한 유라시아 초원지대
에 분포하였던 스키타이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은 초원
문명이나 유목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거나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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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서, 쿠르간 및 출토품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유물에 보이는 유라시아적 요
소, 유라시아에서 보이는 동양적 유물과 관련짓는 연구가 있다1). 반면 본고에
서 검토하는 유라시아 서부2) 중세 문화에 관한 연구는 거리상으로 우리나라
와 수 천 킬로미터3)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와 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점이 없다
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매우 적은 편이다4).

1) 강인욱, ｢스키토-시베리아 문화의 기원과 러시아 투바의 아르잔 1호 고분｣, 중앙아시아연구20-1,
중앙아시아학회
강인욱, ｢북방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한반도 교류의 고고학 – 기원전 4~2세기대 사카계 문화의 유
입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100, 2018
강인욱,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역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동북아역사논총
57, 2017
국립전주박물관,북방 유라시아 제사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주류성, 2018
국립제주박물관, 몽골의 역사와 문화, 2006
권오영, ｢한국에서 유라시아 문명교류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문화재48-3, 2015, 167~171쪽
서울대학교박물관, 몽골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 몽골국립박물관,몽골 에르드네 판석묘 유적,
2008
블라지미르 꾸바레프(이헌종, 강인욱 옮김), 알타이의 제사유적, 학연문화사, 1999
뻬레보드치코바 (정석배 옮김), 1999, 스키타이 동물양식, 학연문화사
부산박물관, 몽골, 초원에 핀 고대문화, 2009
예술의 전당, 유라시아 초원에서 한반도까지, 스키타이 황금문명전, 2011
이지은,｢초기철기시대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 출토 국자형 동기 시론｣,문물연구15, 2009
이지은, 브도프첸코프 Ye.V.,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스텝지역 하자르시기 매장유구 출토유물에 보
이는 세계수 형상에 관한 검토｣,석당논총33, 2018
정수일,초원 실크로드를 가다, 창비, 2010
중앙문화재연구원,북방고고학개론, 진인진, 2018
최인화, 김영현, 조소은, ｢카자흐스탄의 발굴과 보고서｣, 야외고고학30, 2017
2) 유라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1880년대 활발하게 활동한 오스트리아 지리학자인 에두아르드 쥐스가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대서
양, 북으로는 북극해, 남으로는 인도양의 이 네 대양으로 둘러싸인 북반구에 위치한 대륙을 지칭하
고 있는데, 교통·통신의 발달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와 국제적으로 정치·외교·안보·경제 협력
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라시아의 동부와 서부
는 우랄 산맥, 카스피 해, 아조프 해를 잇는 선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이는 헤르도토스의 역사에서
아조프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인 타나이스(현재의 돈강)을 기준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어진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역사적 관점에서의 동서양의 구분과도 대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헤르도토스, 박현태 옮김, 헤르도토스의 역사, 동서문화사, 2008, 321~341쪽
Зубков К.И. “Евразия как 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альность”, Ураль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4(25), Екатеринбург, 2009, С.4-13 (주브코프 K. I.,｢역사적 현실로써의 유라시아｣,
우랄역사학보4(25), 예카테린부르그, 2009, 4~13쪽.
Лурье С. В., “Евразия : Проблемы соседства культур и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
действия”, Вестник Евразии 1-2, М., С.16-35 (루리예, S. V. ｢유라시아 : 문화 작용과 문
화 연계에 관한 과제｣, 유라시아 학보1-2, 모스크바, 16~35쪽.
3) 우리나라와 우랄서안의 대도시인 예카테린부르그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5,200km, 스타브로폴은
약 6,800km 우크라이나 비니츠크 주는 약 7,500km에 이르고, 실제 이동가능한 교통로, 지형상 장
애물 요소 등을 고려한다면 그 공간적·심리적 거리는 더 멀다고 볼 수 있다.
4) 이지은, 브도프첸코프 Ye. V., 2018, 3~26쪽
이지은, ｢러시아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국립 스타브로폴 G.N. 프로즈
리텔레프, G.K. 프라바 박물관) 소장 동경 검토｣, 石堂論叢71집, 2018, 89~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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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유라시아 서부에서 출토된 인물문양 동양계 동경을 소개하고,
동아시아 출토 동경과 비교하여, 향후 문화교류사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유라시아 서부지역 인물문양 동양계 동경 소개
1. 러시아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 소장 동경5)
국립 스타브로폴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박물관6) 소장 동경은 직경
8.7cm의 원형의 것으로 사물이나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정면은 전반적으
로 매끈하고, 배면에는 뉴와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배면은 구획이 나누어지
지 않았다. 정중앙에 위치한 뉴의 윗부분이 다소 마연된 편평한 모습을 하고
있어 교상뉴로 파악된다. 뉴의 모서리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온 형상으로 미루
어 보아, 뉴공을 만들기 위해 막대심을 뉴에 꽂아넣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감은 세밀하지 않다. 가장자리는 다른 부분보다 약간 높은 연부가 형성되어
있다. 연부는 폭 약 2mm, 높이가 6mm로 좁게 수직으로 올라오다가 끝부분이
약간 내만하는 모습을 보이는 내경연을 하고 있다.
뉴와 연부 사이 공간은 문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뉴의 좌우에는 사람의 형
상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화초문양 등으로 채워져 있다. 문양
사이사이 빈 공간에 부분적으로 짧은 곡선문이 흔적이 약간 남아 있다.
주문양인 인물문을 살펴보자면,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는 데, 신체비율상
좌측의 형상은 약 3.3등신, 우측은 4등신의 어린아이 2명이 뉴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 배치되어 있다. 좌측의 동자는 왼손은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은 위로
한정숙, ｢유라시아 남부 초원에서 펼쳐진 슬라브인과 유목민의 상호관계 : 키에프 루스에서 우크라
이나까지｣, 유라시아 초원에서 한반도까지, 스키타이 황금문명, 예술의전당, 동아일보사, YTN,
56~71쪽
5) 이지은, 2018, 89~91쪽.
6) 원어 정식명칭은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и пр
иродно-ландшафтный музей-заповедник им. Г.Н. Прозрителева и Г.К. Праве
이고, 일반적으로 국립 스타브로폴 G.N. ·프로즈리텔레프, G.K. 프라바 박물관, 또는 국립 스타
브로폴 박물관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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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양 손에 꽃줄기를 쥐고 있고,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있
는 모습을 하며, 몸을 약간 틀었으
나 거의 정면을 보여주고 있다. 오
른쪽 동자는 양팔을 위로 올려 꽃
줄기를 쥐고 있으며, 오른쪽 다리
로 땅을 딛고 있고 왼쪽 다리를 들
어 올리며 등을 보이면서 뛰고 있
는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모양과
복식은 간략하여, 머리장식은 전
혀 알아볼 수 없고, 복식은 저고리
깃이 V자형으로 여며져 있다는 정 도 1. 국립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 동경
도만 파악이 가능하다.
동경 상부에는 화초문이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세종류의
꽃이 한 송이씩 표현되어 있다. 가운데에는 씨방을 중심으로 7개의 꽃잎이 펴
져 있는 꽃이 있는데, 이는 형태상 만개한 연꽃처럼 보인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자가 한 손으로 이 꽃의 줄기를 잡고 있다. 연꽃으로 추정되는 꽃 우측
에는 세 개의 길쭉한 꽃잎으로 구성된 꽃이 배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동글동
글한 꽃잎 세 개가 달린 꽃이 있다7).
동경 하부에는 밖으로 볼록볼록하게 연결된 선, 안에 중간중간 있는 작은
원과 몇 개의 선을 이루어진 문양이 배치되어 있는데, 중세·근세 회화에 표
현된 연잎의 형태와도 다소 유사하다.
동자문, 연화문, 그 외 화초문 등의 문양구성과 표현방식으로 보아, 이 동경
은 동자연지유희문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러시아 볼고그라드주 미하일로브카 근교 발견 동경
러시아 볼고그라드州(Волго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미하일로브카(г.Мих

7) 이지은, 2018, 89~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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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йловка) 근교 발견 동경은 직경 67mm, 중량 52.7g8)의 원반형의 기형을
가진다. 동경 정면은 깨끗하고 배면은 전면 문양으로 가득하다. 연부는 단면
반원형으로 연부를 따라 두 줄의 돌대가 따라가고 있다. 뉴는 소형의 평두뉴
로 보인다.

도 2. 러시아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 근교 수습품

연부를 따라 배치된 돌대 안은 전체적으로 문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인물문과 파상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은 뉴 좌측 상부에 인접하여 배치되
어 있다. 둥근 머리 형상과 소매폭이 넓은 복장을 하고 오른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가슴부분에 모자 또는 우산처럼 보이는 것을 손으로 잡고 있다. 이 인
물은 자신의 발보다 약간 커 보이는 물체를 밟고 서 있는데, 인물의 주변이 모
두 파상문으로 채워져 있어, 마치 물 위에 떠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배면 전체를 채우고 있는 파상문은 여러 개의 얕은 선으로 파도 물결을 나
타내고 있는데, 파상형의 그 끝부분은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묘사하기 위해 나
선형으로 굽어진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8) Оборин Ю.В., Савосин С.Л. Китайские бронзовые зеркала, Красноярск-Москва,
2017, С.30, рис.1-138 (오보린 Yu.V. 사보신 S.L. 중국동경, 크라스노냐르스크-모스크바, 2017,
30쪽, 도.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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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면 파상문이 배치되고 1인의 인물이 배치된 것과 같은 문양적 특
징으로 말미암아 이 동경은 금대 유행하였던 파상인물문경으로 추정할 수 있
다.

3. 우크라이나 헤르손 근교 발견 동경
우크라이나 헤르손(г. Херсон) 근교 수습품으로 전해지는 동경은 직경 약
67mm, 연부폭 약 4.5mm, 중량 53g의 원형경이다9). 동경 정면은 깨끗하고 배
면은 전면 문양으로 가득하다. 연부는 단면 반원형으로 연부를 따라 두 줄의
돌대가 따라가고 있다. 뉴는 소형의 평두뉴로 보인다.
연부를 따라 배치된 돌대 안은 전체적으로 주문양인 인물문과 화면 전체를
덮은 파상문이 배치되어 있다. 인물은 뉴 좌측 상부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

도 3. 우크라이나 헤르손 근교 발견 동경과 명문

9) Оборин Ю.В., Савосин С.Л., 2017. С.29, рис.1-137,
http://domongol.org/viewtopic.php?f=83&t=3592«Домонгол-форум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галерея древностей»(고대 문화와 고대 공예품 도몽골 포럼)
현재 러시아 예카테린부르그(Екатеринбург)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컬렉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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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물상은 측면 입상으로 머리카락이 없는 둥근 머리에 눈과 코가 소략하
게 표현되어 있고, 넓은 소매 폭에 감싸진 손으로 모자 또는 우산처럼 보이는
것이 잡고 있다. 이 인물은 작고 편평한 물체를 밟은 채 서 있다. 배면 전체를
채우고 있는 파상문은 여러 개의 얕은 선으로 파도 물결을 나타내고 있는데,
파상형의 그 끝부분은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묘사하기 위해 나선형으로 굽어
진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주문양인 인물상은 바다 파도 위에서 모자
또는 우산을 가슴 앞쪽으로 펴들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양의 특징으로 보아 파상인물문경으로 추정가능하다.
이 동경에 특징적인 것은 연부에 명문이 있다는 것이다. 명문은 4개의 글자
와 한 개의 기호로 구성된 험기와 화압이 음각되어 있다는 것이다. 험기 내용
은 “錄事司官 □”으로, 도시 행정관리인 녹사사의 확인서명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우크라이나 비니츠크주 크르조폴스크 발견 동경
우크라이나 비니츠크州(Винницкая область) 크르조폴스크(Крыжоп
ольский район)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동경은 직경 8.7cm의 원
형10) 으로 사물이나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정면은 표면에 산화물이 다소
부착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매끈하고, 가장자리 한 부분이 패여 있다.
배면에는 뉴와 문양이 배치되어 있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배면의 정중앙에는 뉴가 위치하고 있고, 배면의 가장자리는 다른 부분보다 약
간 높은 연부로 마감되고 있으며, 연부폭 약 5.5mm로, 뉴의 윗부분은 다소 마
모되어 약간 편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뉴는 길이 약12mm, 폭 약 7.5mm 정
도이고, 형식분류상 원형뉴에 가깝다. 뉴공을 내기 위하여 막대심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다.
뉴와 연부 사이 공간은 별다른 구획없이 문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뉴의 좌
우에는 사람의 형상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화초문양 등으로 채
워져 있다.

10) Оборин Ю.В., Савосин С.Л. 2017. c.114, рис.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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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우크라이나 비니츠크주 크르조폴스크 발견 동경

뉴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위치한 사람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는 데, 신
체비율상 좌측의 형상은 약 3.5등신, 우측은 4등신 정도 되어 유아가 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왼쪽에 배치된 동자는 양팔을 위로 올려 만개한 연꽃
으로 보이는 가운데 씨방을 중심으로 7개의 꽃잎이 펴져 있는 꽃의 줄기를 잡
고 있다. 측면향을 하고 있고 왼쪽 다리를 굽히지 않고 높이 뻗고 있어 역동성
이 보다 강하게 드러난다. 들어올린 다리 아래로 넓고 동글동글한 꽃잎 세 개
가 달려있는 꽃 한 송이가 배치되어있다. 복식은 상하의가 구분되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게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머리 부분 역
시 얼굴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머리장식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타원형의
형상만 표현되어 있다.
오른쪽에 배치된 동자 역시 양팔을 위로 뻗은 채 꽃줄기를 쥐고 있는데, 왼
손에 잡은 꽃 줄기에 달린 꽃은 오른쪽 동자가 잡고 있는 꽃과 크기가 유사하
고 서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으나, 세 개(네 개?)의 길쭉한 꽃잎을 가지는 것
으로 꽃의 종류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오른손에 잡은 꽃의 줄기는 동자의
다리 아래로 뻗어져 나가 동경 하단 좌측을 채우고 있고, 꽃으로 여겨지는 것
이 동자의 다리 바로 아래 배치되어 마치 동자가 꽃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단부가 둥그스름하게 마감되는 꽃잎의 형상으로 보아, 왼쪽 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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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 있는 꽃과 동일한 종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 동자는 상반신을
틀어 몸 뒷면을 보여주고 있고, 옷 세부요소 및 얼굴표현은 생략되어 있으며,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틀어 올렸다는 정도만 파악된다.
동경 하단 좌측에는 구불구불한 선으로 굴곡지면서도 납작한 형태의, 측면
에서 비스듬하게 보았을 때의 연잎의 형상과 유사한 것이 표현되어 있다.

Ⅲ. 문양 분석
1. 유라시아 서부지역 동자연지유희문경 비교 분석
앞에서 살펴보았던 동경 가운데 원형경으로 뉴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한
명의 동자가 연꽃가지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발아래 에는 연못(또는 연잎)이
배치되어 있는 동자유희문경에 해당하는 것은 러시아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
장품과 우크라이나 비니츠크 크르조폴스크 수습품이다. 이 동경과 중국, 그리
고 한국 등지에서 발견된 동자유희문경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한다.
이 유형의 동경은 크기가 80~100mm에 이르는 중형경으로 뉴, 문양대, 연
부로 구성되어 있다. 별도의 뉴좌나 연부를 둘러싸는 돌대 없이, 경 배면 전체
를 인물문, 초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문양으로 말미암아 동자연지유희문
경(童子蓮池遊戲文鏡) 또는 동자채화경(童子菜花鏡)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중국 河北省尙叉縣大淸泃(叉县大淸泃) 출토 동경 연부에는 “□□縣官匠”이
표 1. 동자연지유희문경 전체구성 비교
구분

국립스타브로폴 하바로프스크
박물관소장품 나나이크 수습품

河北省圍場縣
출토

개성부근
덕5731

비니츠크
크르조폴스크
수습품

河北省 尙叉縣
大淸泃 출토품

개성부근
원각사
성보박물관

97mm
거의 없음
보통

99mm
적음
보통

87mm
많음
보통

89mm
많음
보통

90mm
많음
보통

전체
구성

직경
여백
연부폭

87mm
적음
좁음

94mm
거의 없음
보통

228

석당논총 73집

라는 험기가 음각되어 있어, 동 부족현상으로 말미암아 동금정책11)을 시행했
던 금대, 즉 12~13세기12)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 문양 사이
사이에 보조문인 짧은 파상문(?)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문양의 조밀도에
차이가 난다. 문양이 선명하고, 모든 문양 요소를 구비한 동경이 가장 고식이
거나 원형에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河北省 叉縣 大淸泃 출
토품과 같이 짧은 파상문이 없이 여백이 다소 많고 연부에 명문이 새겨져 있
는 경도 있으므로, 보조문양의 존재와 문양의 조밀도가 원경과 방제경을 구분
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1) 金史卷48, 志第29 食貨3 錢幣 (http://www.guoxue.com/shibu/24shi/jingshi/js_048.htm에서
발췌)
世宗大定元年(1160)，用吏部尚书张中彦言，命陕西路参用宋旧铁钱。四年，浸不行，诏陕西
行户部、并两路通检官，详究其事。皆言：“民间用钱，名与铁钱兼用，其实不为准数，公私
不便。”遂罢之。八年，民有犯铜禁者，上曰：“销钱作铜，旧有禁令。然民间犹有铸镜者，非
销钱而何？”遂并禁之。十年，上谕户部臣曰：“官钱积而不散，则民间钱重，贸易必艰，宜令
市金银及诸物。其诸路酤榷之货，亦令以物平折输之。”十月，上责户部官曰：“先以官钱率
多，恐民间不得流通，令诸处贸易金银丝帛，以图流转。今知乃有以抑配反害百姓者。前许院
务得折纳轻赍之物以便民，是皆朕思而后行者也，此尚出朕，安用若为。又随处时有赈济，往
往近地无粮，取于它处，往返既远，人愈难之。何为不随处起仓。年丰则多籴以备赈赡，设
有缓急，亦岂不易办乎？而徒使钱充府库，将安用之。天下之大，朕岂能一一遍知，凡此数
事，汝等何为而使至此。且户部与它部不同，当从宜为计，若但务因循，以守其职，则户部官
谁不能为。”十一年二月，禁私铸铜镜。旧有铜器悉送官，给其直之半。惟神佛像、钟、磬、
钹、钴、腰束带、鱼袋之属，则存之。十二年正月，以铜少，命尚书省遣使诸路规措铜货。
能指坑冶得实者，赏。上与宰臣议鼓铸之术，宰臣曰：“有言所在有金银坑冶，皆可采以铸钱，
臣窃谓工费过于所得数倍，恐不可行。”上曰：“金银，山泽之利，当以与民，惟钱不当私铸。
今国家财用丰盈，若流布四方与在官何异？所费虽多，但在民间，而新钱日增尔。其遣能吏经
营之。”左丞石琚进曰：“臣闻天子之富藏在天下，钱货如泉，正欲流通。”上复问琚曰：“古亦有
民自铸钱者乎？”琚对曰：“民若自铸，则小人图利，钱益薄恶，此古所以禁也。”十三年，命非
屯兵之州府，以钱市易金帛，运致京师，使钱币流通，以济民用。十五年十一月，上谓宰臣
曰：“或言铸钱无益，所得不偿所费。朕谓不然。天下如一家，何公私之间，公家之费私家得
之，但新币日增，公私俱便也。”十六年三月，遣使分路访察铜矿苗脉。十八年，代州立监铸
钱，命震武军节度使李天吉、知保德军事高季孙往监之，而所铸斑驳黑涩不可用，诏削天吉、
季孙等官两阶，解职，仍杖季孙八十。更命工部郎中张大节、吏部员外郎麻珪监铸。其钱文曰
“大定通宝”，字文肉好又胜正隆之制，世传其钱料微用银云。十九年，始铸至万六千余贯。二十
年，诏先以五千进呈，而后命与旧钱并用。知...初, 大定年間制, 民間應許存留銅鍮器物, 若申賣
入官, 每斤給錢二百文. 其弆藏應禁器物, 首納者每斤 給錢百文, 非器物銅貨一百五十文, 不及斤者
計給之. 在都官局及外路造賣銅器價, 令運司佐貳檢校, 鏡每斤三百文...大定8年(1168), 民有犯銅禁
者, 上日: 銷錢作銅, 舊有禁令, 然民間猶有鑄鏡者, 非銷錢而何 遂開禁之.” “大定11年(1171)二月,
禁私鑄銅鏡, 舊有銅器悉送官, 給其直之半.” “大定26年(1186) 十一月, 上諭宰臣曰 國家 銅禁久矣,
尙聞民私造腰帶及鏡, 託爲舊物, 公然市之. 宜加禁約.” “明昌2年(1191)十月, 勅減賣鏡價, 防私鑄銷
錢也
12) ‘大定十年正月日信州武昌縣官記(花押)’銘을 통해 大定10年(1170)에는 시행되었으며, ‘泰和五年錄
事司官(花押) 徐州錄事 司驗記(花押)’銘이 새겨진 銅鏡을 통해 泰和5年(1205)까지는 검증제도가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박진경, ｢金系 高麗鏡의 제작과 유통｣,美術史學硏究279·280,
2013,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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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문

ㄱ. 동경 좌측 배치 동자상
[표 2]은 동자연지유희문경에 표현된 동자의 부분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좌측동자상을 두부, 팔과 다리 표현의 순서로 살펴보겠다. 머리 부분은
타원형에 기본적으로 안면은 표현되지 않게 간략하게 되어 있다. 그 중 스타
브로폴 박물관 소장품, 하바로프스크 나나이크 수습품, 개성 출토품(덕 5731,
덕1923), 중국 허베이 圍場縣 출토품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두발모습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우크라이나 크르조폴스크, 중국 河北省 叉縣 大淸
泃, 吉林德惠後城 子古城, 개성13)에서 발견된 동경에 표현된 두상은 타원형에
역시 얼굴표현은 없으나, 머리 양측으로 머리카락을 말아 올린 모습을 하고
있다. 동자의 복식 역시 간결한 편으로,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품, 하바로프
스크 나나이크 수습품, 개성 출토품(덕 5731, 덕1923), 중국 허베이 圍場縣 출
토품 동자의 상의 목부분은 V로 여민 형태가 보이고 있고, 특히 개성 출토품
(덕1923), 중국 허베이 圍場縣 출토품 동자는 상체 가장자리 부분에는 세로로
띠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안에 상의를 입고 밖에 저고리나 조
끼와 같은 것을 덧입은 것처럼 보인다. 크르조폴스크 수습품, 중국 허베이 尙
叉縣大淸泃과 지린 德惠後城子古城 출토품 동자의 상의는 앞에서 보았던 사
례와 달리 목부분에 V형 여밈은 보이지 않고, 가슴부분에 가로 띠 같은 것이
돌아가는 상의를 입고, 그 위에 겉저고리나 조끼와 같은 것을 덧입은 형상하
고 있는데, 상하의 옷주름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에 기술했
던 스타브로폴 소장 동경 등에 있는 동자상의 복식의 옷주름에 비해 잘 표현
되어 있다.
동자는 양 손에 식물줄기를 잡고 있는데, 한 쪽 팔을 올리고, 다른 팔은 내
리고 있는 모습과 양팔을 모두 위로 들고 있는 모습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
쪽 팔, 그 중 왼쪽 팔만 올리고 있는 형태는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품, 하바로
프스크 나나이크 수습품, 개성 출토품(덕 5731, 덕1923), 중국 허베이 圍場縣
출토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크르조폴스크 수습품, 중국 허베이 尙叉縣大
淸泃과 지린 德惠後城子古城 출토품에는 양팔을 위로 높게 올리고 양손에 식
13) 원각사 성보박물관 소장품(傳평양, 대구 구입품), 자료정보를 제공해주신 원각사 주지스님이신 정
각스님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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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줄기를 쥐고 있다. 다리는 공통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어 내딛고
왼쪽 다리는 뒤쪽으로 뺀 듯 보이는데, 이 가운데 크르조폴스크 수습품, 중국
허베이 尙叉縣大淸泃과 지린 德惠後城子古城 출토품 동자는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좌측 동자상의 전체적 자세를 요약해보자면, 스타브로폴 박물관 소장품, 하
바로프스크 나나이크 수습품, 개성 출토품(덕 5731, 덕1923), 중국 허베이 圍
場縣 출토품의 동자상은 상체를 수직으로 꼿꼿하게 세우고 있고 한 손만 위로
올리고, 한 쪽 다리만 앞으로 내딛어 걷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크
르조폴스크 수습품, 중국 허베이 尙叉縣大淸泃과 지린 德惠後城子古城 출토
품을 다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동자는 양팔을 위로 높
이 들고, 한 다리를 앞으로 뻗고 다른 한 쪽 다리는 뒤쪽으로 올리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있어, 양 팔을 한껏 위로 올리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ㄴ. 동경 우측 배치 동자상
우측에 배치된 동자를 살펴보면, 머리 형태는 타원형에 얼굴이 표현되지 않
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묶어서 올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로 분류되어, 동경 좌측에 있는 동자의 표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팔 표현을 보면, 양팔을 펼치면서 위로 뻗으면서 양 손에는 식물줄기를 쥐
고 있다. 다리 표현은 한 쪽 다리는 앞에 내딛어 몸의 무게 중심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쪽 다리는 뒤로 빼면서 들어 올리고 있다. 우측의 동자상 자세를 요약
하자면, 양 손에 식물줄기를 잡고 양 팔을 모두 위로 펼쳐들면서 앞으로 뛰어
나가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자가 입고 있는 의복
은 간결하게 상의와 하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만 파악이 가능하고, 특히
이 동자는 몸을 틀어 몸의 뒷면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목부분 여밈과 같은 세
부적인 모습은 전혀 파악할 수 없고, 다만 크르조폴스크 수습품, 중국 허베이
尙叉縣大淸泃과 지린 德惠後城子古城 출토품 동자는 옷주름이 조금 더 잘 표
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동경 좌우에 배치된 두 동자상을 살펴보았을 때, 두발과 복식 표현
의 간결도, 자세의 역동성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스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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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폴 박물관 소장품, 하바로프스크 나나이크 수습품, 개성 출토품 (덕5731, 덕
1923), 중국 허베이 圍場縣 출토품은 두발표현, 옷주름표현이 생략되어 있고,
한쪽 팔만 위로 들고, 다리도 약간만 들고 있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표현이 간
결하고 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반면 크르조폴스크 수습품, 중국 허베이 尙叉
縣大淸泃과 지린 德惠後城子古城 출토품 동자상은 두발과 옷주름이 표현되고
있고, 양 팔을 위로 올리고, 한 쪽 다리를 뒤로 높이 들고 있으며 몸 전체가 앞
으로 기울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전기한 동경의 인물보다 자세하고 동
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 화문

화문은 인물문과 함께 이 형식 동경의 주 문양으로 각 동경에는 3종류의 화
문이 각각 한 개씩 표현되어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러시아 스타브로폴 박물
관 소장품과 우크라이나 크르조폴스크 수습 동경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였던 한국과 중국 출토 동경에도 동일한 형상의 화문 3종이 보인다. 이
중 2종은 동자문의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표현되어 있어 주문양이라고
할 만하다. 동경 좌우에 배치된 동자가 모두 팔을 들어 이 꽃줄기를 하나씩 잡
고 있어, 이 2종의 꽃은 모두 동경 상부에 위치한다. 그 중 상부 중심부에 배치
된 꽃(화문 1)은 7개의 꽃잎이 펼쳐진 형상을 하고 있는데, 만개한 연꽃으로
추정된다. 연화문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한 화문(화문 2)은 세 개의 길쭉
한 꽃잎이 달려 있는데, 아직 정확한 종은 알 수 없다. 화문 3은 화문 1, 2와 달
리 크기가 1/3~1/4 정도에 불과하고, 크게 눈에 띠지 않고, 역시 어떤 종의 꽃
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화문 3은 상부 중간에 위치한 연화문(화문 1)의 좌
측, 또는 좌측 하부, 즉, 좌측 동자상 다리 아래에 배치되어 있다. 이 세 종류의
화문 외에도 동경 하부에는 연잎이 도상화된 문양이 크게 배치되어 있고, 그
외 동경 전면은 식물줄기 문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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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자연지유희문경 화문의 형태와 배치
구분

화문 1
형상

화문 2
위치

러시아
스타브로폴박물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나나이크

개성출토
덕5731

개성출토
덕1923

중국
河北省 圍場縣

우크라이나
크르조폴스크

개성출토
원각사
성보박물관

중국
河北省
尙叉縣大淸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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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화문 3
위치

형상

위치

중국
吉林省
德惠後城子古城

여기서 살펴본 화초문은 동경별로 형태가 다르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동경에 표현된 화문 1과 화문 2, 그리고 연잎문의 위치는
동경별로 차이가 없으나, 화문 3의 경우, 동경 좌측 상부에 배치되는 것과 좌
측 하부 배치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표 4. 동자연지유희문경 유형분류
구분

배치
여백
(화문 3)

문양(인물문)

유형 두발 한 팔 걷는 모습 옷주름
V 여밈
1 미상 듦 (상체 수직) 생략

상부
좌측

뛰는 모습
옷주름 상의
(다리 듦,
표현 덧입음
상체기울임)

하부
좌측

유형 두발 양 팔
2 표현 듦

적음

해당 동경
스타브로폴 박물관, 하바로프스
크 나나이크, 덕 5731, 덕1923,
허베이 圍場縣

크르조폴스크, 원각사성보박물
많음 관, 허베이 尙叉縣大淸泃, 지린
德惠後城子古城

요약하자면, 동자연지유희문경은 크기와 문양형태와 배치, 구성상 거의 동
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부
적으로 보면 동자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말아 올렸는지, 양 팔을 위로 들었는
지, 한 쪽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렸는지,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는지 여부, 옷주름
이 표현되었는지, 상의 목부분 여밈이 V자형인지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화문 가운데 꽃잎이 3개 달리고, 크기가 작은 화문 3이 상부 좌
측 연화문 옆에 배치되었는지, 아니면 하부 좌측 동자 다리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2분된다. 뿐만 아니라, 주문양과 화초문 사이사이에 짧은 파상문이 있어
여백이 적은지에 따라서도 2분된다. 인물문-배치-여백에서 각각 2분되는 특징
을 각각 크로스 체크하면, 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표 4]. 그러나 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동경 각각이 중국 허베이과 지린에서 출토된 바 있고, 자료
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형의 것이 원형이고, 고식인지 확인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다만, 허베이 尙叉縣大淸泃 동경에는 험기가 있으므로 동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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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되었던 금대에 제작·유통되었음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 유라시아 서부지역 파상인물문경 비교 분석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 근교와 우크라이
나 헤르손 근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동경은 원형경에 인물문과 파상문
이 주문양으로 베풀어져 있고, 인물상은 손에 우산대와 같은 것을 쥐고 있다.
이 문양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중국 山東省博物館 소장품14), 河北省
河北省 高碑店 揀選 출토품15), 서안 발견품, 우리나라 개성 발견 동경(증 5469
16),

덕 2997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금19531-6)1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동경 역시 파상문이 경의 배면 전체를 채우고 있고 좌측에 사람 1명이 표현된
특징을 가진다. 파도 위에 인물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문양 모티브를 갖는 동
경을 波上人物文鏡(파상인물문경)이라고 부르고 있다19). 기형은 본고에서 살
펴본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 우크라이나 헤르손 발견 동경처럼 원형인 것

도 5. 파상인물문경 안면 형태 비교
(좌: 우크라이나 헤르손, 중: 중국 시안, 우: 개경/증 5469)

14) 崔朱延,｢杯度禪師紋 銅鏡의 圖像과 製作背景 -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波上人物’紋鏡(德壽2997)을
中心으로｣, 文化史學47호, 2017, 42쪽, 사진 11
15) 이난영, 고려경연구, 2010, 188쪽
16)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동경 : 거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 2010, 72쪽
17) 이난영, 2010, 188쪽
18) 이난영, 2010, 189쪽; 崔朱延,, 2017, 33쪽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경(금19531-6)은 과더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가 환수된 문화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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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능형인 것으로 나뉜다. 크기는 약 6cm~19cm로 그 차이가 큰 편으로20), 볼
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와 헤르손 근교에서 발견된 동경은 6.7cm로 작은 편에
속한다.
1) 인물문

해당 형식의 동경에서 인물문은 뉴에서 좌측편에 배치되어 있다. 인물의 크
기는 우측 전부를 차지하는 것과 우측 상부만 차지하는 것 두 유형으로 나누
어지는데,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와 헤르손 발견품은 인물이 우측 상반부
에 배치되어 있다. 인물상은 모두 서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 중 볼고그라
드 미하일로브카와 헤르손 동경 인물은 완전 측면상으로 좌측을 보고 있고,
나머지 인물상은 정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몸을 약간 왼쪽으로 튼 경우도
있다. 두상을 보면 타원형의 형태에 머리카락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우
크라이나 헤르손 출토 동경의 인물은 눈 정도만 선각으로 나타나있고, 볼고그
라드 미하일로브카에서는 거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 등 역시 세밀하게 표현되
어 있지 않았다. 다른 중국 서안, 河北省 高碑店 揀選, 개성 부근(중 5469)에서
발견된 것에는 눈, 코, 입 형상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그 중 서안 박물관 소장
품과 개경 출토로 추정되는 동경(증 5469)에서는 눈두덩이와 눈썹, 코와 입술
이 돌출되어 있고, 심지어 이마에는 주름으로 추정되는 음각선마저 나타나고
있어 얼굴표정이 꽤 세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머리카락 표현
을 생략했다고 보기 보다는 머리카락이 없거나, 머리카락을 깎은 형상이 표현
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복식으로 품이 넓은 일체형의 장삼과 같은 겉옷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관찰
된다. 특히 소매부분에는 폭이 아주 넓고 주름이 많이 져 있으며 바람에 휘날
리는 듯한데, 이 표현은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와 헤르손 수습품에서는 간
략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 중국 서안 박물관 소장품, 高碑店 揀選 출토품, 개
성 출토로 추정되는 동경(증 5469, 덕2997)에 흩날리는 넓은 소매자락과 옷자
락이 잘 표현되어 있다.

19) 이난영, 2010, 188쪽
20) 崔朱延,, 2017,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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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파상인물문경 복식(소매자락) 비교
(좌: 우크라이나 헤르손, 중: 개경 근교/덕2997, 우: 중국 서안)

도 7. 파상인물문경 지물 비교
(좌: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 중: 우크라이나 헤르손, 우: 개경 근교/덕2997)

아울러 공통적으로 이 인물상이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와 헤르손에서 발견된 동경에는 인물상의 가슴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 막대와 같은 것이 내려와 있어, 마치 우산 또는 방패와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나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것에는 인물이 팔을
사선으로 뻗어 머리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개성 부근 출토품(덕 2997)
의 세부를 보면 이 물체로부터 2줄의 끈이 내려오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매듭
지어져 한 줄로 내려오고 있고, 이 인물은 한 손으로는 두 개의 끈 중 하나를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매듭지어 내려온 끈의 끝부분을 잡고 있는 모습
을 보인다. 이 물체에 연결된 것은 막대가 아닌 두 줄의 끈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것이 우산이나 방패라고 추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양측에 끈을
묶어둔 삿갓이나 모자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손으로 이 모자
의 창 쪽에 있는 끈과 끈 끝부분을 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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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급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특히 이 모자로 추정되는 것이 날아가
는 방향이 옷자락이 향하는 방향과 같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즉, 이 인물은
바다 파도 위에서 치는 바람에 흩날리는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없고, 장삼을 걸치고 삿갓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미루
어 보건데, 승려로 추정된다.
동경 제재는 한 승려가 잔(사발)형 물체를 타고 파도가 넘실대는 물(바다?)
을 건너는 장면이 중심을 이룬다. 동경에 표현된 승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天竺國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梁武帝를 만나 問
答을 나누던 달마대사가 갈대를 꺾어 타고 강을 건너 北魏의 소림사로 향했다
는 고사와 연결하여 주인공을 달마대사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잔
혹은 술잔에 발을 포개어 타고 강을 건너다녔다는 배도선사라는 설이다21).
2) 파상문

파상문은 바다나 강, 호수에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표현한 문양으로 파상
인물문경의 전체를 빼곡하게 메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선이 물결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파도의 끝부분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모
양으로 말려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와 헤르손 수습품에도 파상문이 전체를 꾸며주고
있고, 경의 배면이 뉴와 문양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
주변에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파상문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파상문은
선이 굵고 깊이 새겨져 파도의 형태가 뚜렷하고, 동일한 형태로 규칙적으로
배열된 특징을 보인다.
반면 중국 시안, 허베이 高碑店, 개경 부근에서 발견된 동경(중 5469)의 파
상문은 가늘고 얕게 선각한 것 같은 느낌으로 파도의 물결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끝부분은 소용돌이치는 모양으로 말려들어가 회오리치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기존 동경 문양 비교 연구에 따르면, 선이 굵고 깊이 새겨진 규칙성이 강한
21) 崔朱延,, 2017, 44~46쪽
본고에서는 유라시아 서부지역 출토 동양계 인물문동경을 소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동
경에 표현된 인물이 누구인지 고찰하는 것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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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문은 금대 동경에, 가늘과 얕게 표현되어 회화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파상문은 송대 동경에 특징적이라고 한다22).
3) 기타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와 헤르손 동경에서는 인물문과 파상문이 문양의
전부를 구성하지만, 중국, 한국에서 발견된 동경에는 전각문, 용문 또는 어룡
(마카라)문23)과 같은 문양도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인물문 주위로 동경 전
체를, 파도문, 전각문과 (어)용문이 모두 표현된 문양구성이 이 유형의 동경에
있어서는 완전한 세트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 허베이 高
碑店 揀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파상인물’문경(덕2997) 등을 들 수 있다.
전각문은 크기가 작고, 정면의 모습만 표현되어 있어, 정확한 건물의 형태와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정면으로 보았을 때의 지붕의 형태상 팔작지붕, 맞배
지붕, 또는 우진각지붕의 가능성이 큰데, 그 중 지붕 양측 마루 끝 거대한 망와가
설치된 모습으로 보아, 팔작지붕을 갖는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 상태로는 전각 아래 물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존재는 부리부리한 눈,
머리 위에 솟아오른 귀(또는 뿔), 머리 위쪽에 보이는 갈귀, 입에서 토하는 기
염, 그리고 비늘로 빼곡한 몸토응로 구성되어 있다. 몸통이 물 속에 있어 제대
로 표현되지 않아, 그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전기한 특징이 일반
적으로 동양에서 말하는 물을 관장하는 용의 특징과도 일치하고, 바다에서 위
난을 일으키는 상상의 동물인 마갈어, 즉, 마카라24)와도 유사하다. 몸통이 물
속에 들어가 있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몸통의 길이, 다리와 발톱의 유
무, 옆 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재로써는 용문인
지 마카라문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5).
22) 崔朱延,, 2017, 39~40쪽
23) 최주연은 용문이라고 일컬으면서 황비창천명경에 보이는 용문, 마갈어문과 흡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안시문물보호고고학연구소 발간 서적에서는, 어룡, 즉 마카라문양으로 보고 있다.
崔朱延,, 2017, 42쪽, 사진 11
24) 고대 인도에서 전해온 코끼리, 악어, 물고기가 합체된 상상의 동물로 안면에는 큰 눈과 귀가 표현
되고,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고 있다. 불전에 등장하고 있으며, 바다 소재와 함께 나타나
며, 인도뿐만 아니라 송, 요, 금대의 장식문으로 활용되면서, 고려경인 황비창천명 동경에도 표현
된 경우가 있다.
25) 최주연, ｢高麗時代 ‘煌丕昌天’銘 銅鏡 考察｣, 선사와 고대48, 2016, 101~102쪽
장석오, ｢古代 佛典에 나타난 마카라 문양의 系統과 意味｣, 불교미술사학16, 불교미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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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파상인물문경 비교
구분

러시아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

우크라이나
헤르손

중국
山東省博物館

중국 西安

중국 河北省
高碑店 揀選

개성 부근
증 5469

중국 개인소장

67mm

67mm

138mm

149mm

157mm

142mm

174mm

전체
구성
직경

뉴

인물문

두상

모자

파상문

전각형
상

39~40쪽
이해주, ｢불교 조형물에 구현된 동물화생도생 고찰｣,東洋學66, 201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
구원, 182~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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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문과 (어)용문은 별개의 문양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문양이라고 생
각할 수 있는데, 이 문양은 동경 좌측에 배치되어 있는데, 크기가 우측에 배치
된 인물문 정도 되어, 보조분양이 아닌 문양으로써 비중이 있다. 동경 하단부
에 파도 소용돌이 속에서 (어)용이 머리를 위로 내밀고 입에서 물기둥과 기염
을 높이, 그리고 멀리 뿜어내고 있고, 그 물기둥과 기염 끝자락은 양쪽으로 갈
라지면서 그 사이에 전각이 배치된다. 이 장면은 마치 바다 속 용이 물 위로
나와 상서로운 기운을 토해내면서 집이 생겨난 것 같이 보인다.
파상인물문경을 종합해보자면, 유라시아 서부인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
와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발견된 동경 문양은 살펴보았던 중국 시안, 헤베이
高碑店 揀選, 개경 출토품에 비해 문양이
치밀하지 않고, 전각문과 (어)용문이 생략
되는 등 간략하게 표현되었고, 인물문 역
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유라시아 서부 발견 동경이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거나, 동아시아에서 출
토된 동경의 본 따 만든 답반경이나 방제
경일 가능성이 있다.
도 9. 파상인물문경 험기

문양이 세밀한 개경 출토품(증 5469) 모

(좌: 헤르손, 우: 개경/증5469)

자(삿갓) 창에 “都右院官 □”이라는 험기
가 음각되어 있고26), 문양이 비교적 조잡한 우크라이나 헤르손 동경 연부에도
“錄事司官 □”라는 험기가 있어, 문양의 정밀함과 무관하게 모두 금대, 12~13
세기경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Ⅳ. 분포
현재까지 파악한 유라시아 서부에 분포(발견 및 소장)하는 인물문양 동양
계 동경은 우크라이나 헤르손, 크르조프스크, 러시아 볼고그라드, 스타브로폴

26) 국립중앙박물관, 2010,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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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금대 인물문동경 분포도
1. .크르조프스크; 2.스타브로폴; 3.헤르손; 4.볼고그라드 미하일로프스크; 5.하카시아; 6 미누신스크;
7.. 크라스나야르스크; 8.허베이성; 9..지린성; 10.하바로프스크; 11.시안; 12.키르기즈스탄 추이스크; 13.카자흐스탄 바족

에서 발견(또는 소장)된 동자유희문경 2점과 파상인물문경 2점이다[도 9,
1~4].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발견된 동경의 경우 험기가 있어 금
경임이 분명하나, 파상인물문경에 자주 표현되는 문양인 전각문과 (어)룡문이
없어 문양 구성이 완전하지 않고, 인물의 옷과 얼굴표현이 세밀하지 않고 많
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문양의 정밀도와 구성의 완전성이 원경과 답
반경, 방제경을 구분하는 절대기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금경에 있
어서 구성과 표현에 따라 구성이 보다 완전하고 표현이 세밀한 것이 좀 더 이
른 시기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약간의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랄산맥과 카스피해를 잇는 선 동쪽인, 유라시아 동부를 살펴보면, 금의
영역이었던 허베이성, 지린성, 하바로프스크, 서안지역을 비롯하여,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몽골의 초기 중심지였
던 카라코룸에서 크게 멀지 않은 몽골의 북쪽 영역인 하카시아, 미누신스크,
크라스나야르스크에 비교적 많이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카자흐
스탄과 키르기즈스탄 영역에서도 발견된 바 있는데, 이 지역 역시 몽골제국에
서 분화된 킵차크 한국과 차카타이 한국의 영역에 포함된다. 또한 본고에서
살펴보았던 볼고그라드, 스타브로폴, 우크라이나 역시 몽골제국이 최대 영토
로 가졌을 당시의 킵차크 한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
는 어려우나 유라시아 동부와 극동지역을 제외한 유라시아 동부에서 인물문
금경이 발견된 곳은 모두 몽골제국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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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자면, 유라시아 서부이자 동자연지유희문경이 발견된 코카서스지역에
서는 중국 12~13세기에 해당하는 동전이 발견된 바 있다. 그 예로는 마좌르
(Маджар)에서 송 영종(寧宗) 가태(嘉泰)연간(1201-1204) 주조되었던 동
전27)과 역시 코카서스의 아치쿨라크 마을(сел. Ачикулак)에서 중국계 동
전28)이 있다는 점은 단순하게 동경만 서쪽으로 유입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고, 조심스럽게 칭기스캉의 손자 바투 칸이 1243년 러시아 볼가강 근처 사라
이를 수도로 킵차크 한국을 건설하고 그 이후 랴잔, 블라디미르, 키예프 공국
을 비롯 러시아 전역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 바투의 킵차크 한국 아래 들어
간 것29)과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카서스 지역 수습 중국 동
전의 유입 배경으로 중국 본토쪽으로 원정갔었던 타타르 몽골족 일부가 서진
하는 과정에서 남긴 것으로 보는 견해30)도 있어 참고할 만하다.

27) 이지은, 2018, 104쪽.
Нарожный Е.И, “О находках китайских монет XIII века на террито рии Север
ного Кавказа”, Вестник Академии наук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 лики , №4(29), 2015,
С.64 (나로지느이 Ye. I. ｢13세기 북코카서스 출토 중국 동전에 관하여｣, 체첸공화국 과학원 잡
지, №4(29), 2015. 64쪽.)
Нарожный Е.И., Нарожная Ф.Б., "Евразийские моменты XIII века с территори
и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Историко-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этюды)",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
афия и антропология Евр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2009, №1, С.53-64 (나로즈느이 Ye. I.,
나로즈나야 F. B., ｢북 코카서스에서 발견된 13세기 유라시아 동전｣,유라시아의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2009-1, 2009, 노보시비르스크, 53~64쪽)
28) Нарожный Е.И, “О некоторых находках XIII-XIV вв. с территории Грозне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личного архива грозненского краеведа М.П. Севость
янова) // МИАСК. вып.5, Армавир, 2005, С.226-243 (나로지느이 Ye. I. ｢ 13-14세기그로
즈느이 주 수습품에 관하여(그로즈느이 향토사학자 M.P. 세보스탸노프 개인 소장품을 중심으로｣,
MIASK5, 아르마비르, 2005, 226~243쪽)
29) 이문영, ｢몽골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요소｣, 슬라브학보33-1, 2018, 33쪽
한정숙, ｢유라시아 남부 초원에서 펼쳐진 슬라브인과 유목민의 상호관계 : 키에프 루스에서 우크
라이나까지｣, 유라시아 초원에서 한반도까지, 스키타이 황금문명, 예술의전당, 동아일보사,
YTN, 63~64쪽
30) Обухов Ю.Д. “Китайская монета с городища Маджары”, Материалы по изуче
нию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ып. 2, М., 2001. С. 128–130. (오부호
프 Yu.D. ｢마좌르 취락 출토 중국 동전｣,북 코카서스 주민의 역사 문화 연구 자료2, 모스크바,
2001, 128~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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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유라시아 서부지역 발견 인물문양 동양계 동경을 살펴보았다. 해당
동경은 총 4점으로 금대 동경인 동자연지유희문경과 파상인물문경에 해당한다.
동자연지유희문경으로는 러시아 국립스타브로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 1
점, 우크라이나 비니츠크 크르조폴스크 발견 동경 1점이 이에 해당된다. 이 동
경은 인물문형태, 복식, 화문의 형태와 배치, 여백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동일한 형식에 속하는 것은 러시아 극동지역 하바
로프스크, 중국 지린성과 허베이성, 그리고 개경 등지에서 발견된 것이 있다.
동자연지유희문경은 문양에 따라 이분되는데, 인물상에서 역동성이 드러나는
것, 문양이 조밀한 것이 세트를 이루고, 정적이면서 여백이 많은 것이 역시 세트
를 이룬다. 이 두 가지 모두 중국 허베이성 일대에서 출토되고 있고, 현재 자료
의 부족으로 선후관계 및 출토상황을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유라시아 서부지역 파상인물문경으로는 러시아 볼고그라드 미하일로브카
동경, 우크라이나 헤르손 동경이 있고, 이 두 동경은 중국 허베이성, 시안, 한
국 개경 출토의 것과 비교했을 때, 주문양인 인물상의 크기가 작고 안면이나
옷주름 등이 간략하며, 배경문양인 파상문은 굵고 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으
며, 다른 문양 생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안, 허베이, 한국 개경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험기가 있어, 금대 동금정책이 행해졌을 시기 제작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금대 인물문양 동경이 발견되고 있다. 그 중 러시
아 중앙부 스텝지역과 산림지역인 하카시아, 미누신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와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이 지역은 몽골제국의 범위와
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은 이러한 동경의 유라시아 서부 유
입배경에 대해 확신할 수 없으나, 향후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유라시아 문화
간 교류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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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ronze Mirrors with Human-Figure from the
West of Eurasia
Lee, Ji-Eun
Even though Korea is located at the east end of Eurasia, it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historical flow of great Eurasian continent. In order to
understand history and culture of our country from the perspective point of
view of world history, author of this essay introduces four bronze mirrors
with human-figure from the west of eurasian continent. They are classified
as bronze mirror with playing-children-figure and bronze mirror with
human-figure on the wave in Jin Dynasty. The type of bronze mirror with
playing-children-figure includes mirrors from Stavropol(Russia) and
Kryzpolsk( Ukraine). This type of mirrors are very similar on placement of
pattern, human position, flower pattern and so on. But depends on
dynamic and delicacy of pattern it may devide into two sub-types.
Unfortunately, it's difficult to know the in-situ and exact date.
The type of bronze mirror with human-figure on the wave includes the
mirrors from Mihailovka of Volgograd(Russia), and Kherson(Ukraine). In
comparison with Chinese and Korean analogies, West of Eurasian examples
are to rough in pattern. Even though there is a sign for inspection, so rough
mirror from Kherson also had made in Jin Dynasty.
The same types of western eurasian mirrors have been found around
Khakasia, Minusinsk, Krasnoyarsk, Kyrygistan and Kazahstan, these areas
were been a part of territory of Kipchak and Chagata Khanates of
Mongolian Empire. The lack of materials doesn't allow to make decision
about Mongolian influence on the problem, though accumulation of data
with time it is expected to future investigation on movement of peop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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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in Eurasia.
Key Word : West of Eurasian continent, Mirror with human-figure,

bronze mirror of Jin Dynasty, bronze mirror of Go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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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vropol state museum, Kryzopolsk of Vinick(Ukraine),
Kherson(Ukraine), Mihailovka of Volgograd, Mongol
empire, personal exchange, material exchange

250

석당논총 73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