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화순출토 세문경

                      (和順出土 細文鏡)

                                                                          서울大 文理大  金  元  龍

                             1.

 1971年 여름 화순군(和順郡) 도곡면(道谷面) 대곡리(大谷里)에서 발견된 청동기일괄유물(靑

銅器一括遺物)에 대해서는 따로 관계인사(關係人士)에 의해 보고문(報告文)이 작성(作成)될 

것이지만 그중 팔원문세문경(八圓文細文鏡)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측의 양해

하(諒解下)에 주로 그 문양(文樣)을 중심(中心)으로해서 조그만 고찰(考察)을 해볼까 하는 것

이다.

 이 거울은 질(質)이 좋은 백동(白銅)으로 만들어졌으며 직경(直徑) 18㎝, 두께 0.2㎝, 연고

(緣高) 0.6㎝, 뉴장(鈕長) 2.1㎝, 뉴고(鈕高) 0.6㎝의 크기를 가졌고 전면(全面)이 회록색(灰綠

色)의 녹으로 덮혀 있다. 지금 신문(新聞)에서 보도(報道)되듯이 발견후(發見後)의 잘못으로 

여러 조각이 났으나 뉴(鈕)부근의 소편(小片) 1개를 제(除)하고는 파편(破片)이 모두 남아 있

으며 복원(復原)이 가능(可能)하다.

圖 1. 화순경세부(和順鏡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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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2. 화순경(和順鏡) 문양세부(文樣細部)

 이 거울은 편평(扁平)한 경면(鏡面), 단면반원형(斷面半圓形)의 경연(鏡緣), 중심(中心)에서 

떨어져 배치(配置)된 두 개의 뉴(鈕), 그리고 문양(文樣) 등 소위 세문경(細文鏡)의 특색을 구

비(具備)하고 있으면서 크기가 크고 또 문양(文樣)이 특히 정 (精密)할 뿐 아니라 문양구성

(文樣構成)이 특수해서 세문경(細文鏡)중에서도 희귀(稀貴)한 일례(一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圖 1. 2)

 문양(文樣)이 있는 배면(背面)은 삼구(三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심부(中心部)는 반경(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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徑) 2.6㎝의 원형구(圓形區)로서 직교선(直交線)들을 써서 바둑판처럼 격문(格文)을 만들고 

있으며 각방형(各方形)은 일변(一邊) 1㎝, 내부를 두 개의 사선(斜線)으로써 세 개의 삼각구

(三角區)로 구분(區分), 각각 평행집선(平行集線)으로써 메우고 있다.

 이 내구(內區)의 바깥쪽은 여러개의 동심원대(同心圓帶)로써 구성(構成)되는 총폭(總幅) 2.3

㎝의 문양대(文樣帶)로서 우선(于先) 내구(內區)에 가장 가까운 부분(部分)은 양측(兩側)이 각

각 폭(幅) 1㎜의 평행선대(平行線帶)로 경계(境界)된 조 (稠密)한 사격문대(斜格文帶)(폭(幅) 

2㎜)이고 그 다음에는 각각 대향삼문각(對向三文角)으로써 메꾸어진 5줄기 문양대(文樣帶)가 

돌고 마지막 가장 바깥쪽에는 평행집선대(平行集線帶)(폭(幅) 2㎜)가 이 중구문양대(中區文樣

帶)와 더 바깥쪽 외구(外區)와의 경계선(境界線)으로서 돌고 있다.(圖 3)

圖 3. 화순경(和順鏡) 문양세부(文樣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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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가장 바깥쪽 외구(外區)는 인접(隣接)해 있는 쌍원문(雙圓文)을 등간격(等間隔)으로 네

군데 배치(配置)했고 그 사이 사이를 선문(線文)으로 메꾼것인데 각 원(圓)은 사격선(斜格線)

으로 메꾸어진 내원(內圓)(반경(半徑) 0.4㎝)과 18줄기정도의 집동심원(密集同心圓)으로 메

꾸어진 외원(外圓)(반경(半徑) 1.2㎝)으로써 구성되며 각원(各圓)의 총직경(總直經)은 2.4㎝가 

된다. 한편 원(圓)과 원(圓)사이의 거리(외주선(外周線)사이)는 0.9㎝이며 거기에는 대향삼각

문대(對向三角文帶)를 사이에 두고 양측(兩側)에 각 한줄기씩의 사격선대(斜格線帶)가 있다. 

또 이러한 일조(一組)의 쌍원(雙圓)과 다른 쌍원(雙圓)사이의 공간(空間)은 사격선대(斜格線

帶)로 폭(幅) 0.6㎝정도의 예각(銳角)지그자그 또는 거치(鋸齒)을 형성(形成)케 하고 그 사이 

사이에 생기는 삼각형공간(三角形空間)을 평행사선(平行射線)으로 메꾸고 있다.

                               2.

 이 화순경(和順鏡)과 같은 소위(所謂) 팔원문식세문경(八圓文式細文鏡)은 과거(過去) 2례(例)

가 발견(發見)되어 모두 고(故) 김양선씨(金良善氏)의 소장품(所藏品)으로 되어 있으며 매원

말치교수(昧原末治敎授)에 의해 처음 소개(紹介)되었다.1)

 이 두 개의 세문경(細文鏡)중 큰 것은 강원도(江原道)에서 나왔다고 전(傳)하는 것이며 직경

(直徑) 21㎝, 연고(緣高) 0.9㎝로서 여기 화순경(和順鏡)보다 약간(若干) 크고 또 녹빛도 검다. 

이 거울은 정확(正確)한 출토지(出土地)는 모르나 팔령구(八鈴具), 쌍두령표구(雙頭鈴鑣具), 

동차축두(銅車軸頭)(이상각(以上各) 2개) 및 이형쌍두령(異形雙頭鈴) 1개와 함께 발견(發見)

되었다고 하며 역시 화순(和順)의 예(例)와 같이 일괄유물중(一括遺物中)의 1기(器)이다. 그런

데 이 거울의 문양(文樣)도 경면(鏡面)을 기본적(基本的)으로 3개의 동심원대(同心圓帶)로 나

누고 내구(內區)에는 삼각형(三角形)으로 메꾸어진 바둑판식 격문(格文), 중간구(中間區)에는 

대향(對向) 삼각문(三角文)으로 구성되는 좁은 동심원대(同心圓帶)들을, 그리고 외구(外區)에

는 쌍원일조(雙圓一組)씩 사조(四組)를 등배(等配)하고 각조(各組)사이에는 예각(銳角)지그자

그 문(文)을 둔 것 등 우리 화순(和順) 거울과 기본적(基本的)으로 같으나 중간구(中間區)의 

내구(內區)쪽에 가까운 부분(部分)에는 사격문대이외(斜格文帶以外)에 옆으로 긴 일종(一種)

의 췍카 문대(文帶)를 돌린 것이나 또 다음의 동심원대(同心圓帶)들이 5줄이 아니고 4줄인 

것, 그리고 외구(外區)의 원문(圓文)이 사격내원부(斜格內圓部)가 없이 처음부터 전부 집동

심원(密集同心圓)으로 구성된 것, 또 원문(圓文)사이의 지그자그 대(帶)가 사격문(斜格文)이 

아니고 내구(內區)에서 본 따위의 세 개의 삼각형(三角形)으로 구성된 방형문대(方形文帶)인 

점(點)들이 우리 화순경(和順鏡)의 그것과 차이(差異)를 보여주고 있다(圖 4의1).

 강원도출토(江原道出土)의 원문식경(圓文式鏡)의 둘째번(圖 4의2)은 원문(圓文)이 없는 또하

나의 세문경(細文鏡)(圖 4의3), 동검사(銅劍四), 동모이(銅鉾二), 첨두(尖頭) 삭구일(削具一), 

동부일(銅斧一), 동착이(銅剒二) 등과 함께 원주(原州)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직경(直徑)

은 13.3㎝로서 전자(前者)보다 훨씬 작으나 문양(文樣)은 소이(小異)가 있으면서 중간구(中間

區)의 횡장(橫長)췍카 문대(文帶)라든가 쌍원문(雙圓文) 사이의 3개의 3각형문대(角形文帶) 

등, 같은 시기(時期)의 동일공장(同一工場)이나 기술자(技術者)의 제작(製作)인 것 같은 느낌

을 준다. 다만 원문(圓文)에 있어서 전자(前者)에서는 중심점(中心點)부터 동심원(同心圓)이 

시작되지만 여기서는 중심원(中心圓)은 내부(內部)에 사집선(斜集線)이 그어 있으며 화순경

(和順鏡)에서의 사격문원(斜格文圓)에로의 접근(接近)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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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1. 전강원도출토(傳江原道出土) 팔원문경세부(八圓文鏡細部)

圖 4-2. 전원주출토(傳原州出土) 팔원문경세부(八圓文鏡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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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以上) 삼경(三鏡)에서 보는 특수한 원문식문양구성(圓文式文樣構成)은 일견(一見) 종래

(從來)의 세문경(細文鏡)의 문양(文樣)들과는 다른 것 같으나 일반세문경(一般細文鏡)에 있어

서도 경면(鏡面)은 3개의 동심원대(同心圓帶)로 나누어지며 내구(內區)는 격문(格文), 중간구

(中間區)는 대향삼각문대(對向三角文帶), 외구(外區)는 대향거치문(對向鋸齒文)으로 되어있어

(圖 5) 기본적(基本的)으로 같은 문양(文樣), 같은 구성(構成)이며 차이(差異)라고는 문양세부

(文樣細部)의 변화발전일례(變化發展一例)를 들면 사격선대(斜格線帶)의 성용(盛用), 췍카문의 

신출(新出), 외구(外區)의 확대(擴大)와 사조(四組)의 쌍원곽배치(雙圓廓配置) 따위가 있을 뿐

이다. 즉 우리의 화순경(和順鏡)이나 강원도경(江原道鏡)은 모두 일반식경(一般式鏡)의 외구

문양(外區文樣)에서 거치문(鋸齒文)의 윤곽(輪廓)을 폭(幅) 넓은 평행선대(平行線帶)로 바꾸었

고 그 안에 사격선(斜格線) 또는 삼각형문(三角形文)을 넣은 것이고 따로 사등분(四等分)된 

등간격(等間隔)의 위치에 각 일조(一組)씩의 쌍원(雙圓)을 배치(配置)한 것이다.

 

圖 5. 전남대보면출토(全南大寶面出土) 세문경(細文鏡)(정문식(精文式)) 문양세부(文樣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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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심쌍원(同心雙圓)은 이러한 원문경(圓文鏡)에서의 전혀 새로운 문양(文樣)으로서 나타

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발전완성(發展完成)된 동심원(同心圓)의 선구자형(先驅者形)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와문(渦文)이 평남맹산출토(平南猛山出土)의 세문경범(細文鏡笵)에 나타나 있

다(圖 6). 이 맹산경(孟山鏡)의 문양(文樣)은 세문경(細文鏡)의 보다 고식(古式)인 조문경(粗

紋鏡)과 정문경(精文鏡)의 두 형식(形式)중 전자(前者)에 속하는 것이며 발달(發達)된 조문형

식(粗文形式)에서 정문경(精文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過渡期的)인 형식(形式)이라 하겠다.

圖 6. 평남맹산출토경범(平南猛山出土鏡笵)

 즉 여기서도 경면(鏡面)은 크게 내외이구(內外二區)로 나누어지며, 내구(內區)에는 중앙(中

央)에 두 개의 대각선(對角線)으로 내부(內部)가 구획(區劃)되는 방형문(方形文)이 두 개 나타

나 있어서 정문경(精文鏡)에서의 내구방형문군(內區方形文群)의 선구(先驅)가 되고 있고 외구

(外區)에서는 너무 조대(粗大)하기는 하나 삼각형(三角形)들이 서로 대향(對向)하도록 배치

(配置)되어 역시(亦是) 거치문(鋸齒文)의 선행형(先行形)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맹

산경범(孟山鏡笵)은 일부(一部)가 결실(缺失)되어 그 부분(部分)의 원상(原狀)을 알수 없으나 

잔존부(殘存部)에서는 외구(外區) 2개, 내구(內區)에 1개의 조그만 와문(渦文)이 배치(配置)되

어 있다. 그러면 이 와문(渦文)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는 문제를 세문경(細文鏡)의 발생(發生)부터 다루어야 할 필요(必要)가 있다.

 도대체 동경(銅鏡)은 중국(中國)에서는 은대(銀代)부터 나오며 후가장(候家莊)에서 나온 일

례(一例)는 직경(直徑) 6.8㎝의 단뉴형식(單鈕形式)으로서 경면(鏡面)은 외만(外彎)하여 후대

중국경형식(後代中國鏡形式)과 같고 배면(背面)에는 3자형(字形)을 병렬(竝列)한 외구문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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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區文樣帶)안에 십자(十字)로써 사등분(四等分)되고 각각 평행집선(平行集線)으로 메꾸어진 

내구(內區)가 있다.2) 그러나 은대(銀代)의 거울은 극히 희귀(稀貴)하며 다음 서주(西周)(서기

전 11세기∼8세기)에는 거울은 하나도 발견된 예(例)가 없고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들어서서 비로써 대량(大量)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의 거울중 가장 오랜 것은 서기전 6세기에 속하는 것인데 비슷한 시기에는 스키타이족(族)들

도 그리스인(人)으로부터 배워서 거울을 성용(盛用)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울은 자루가 달린 

병경형식(竝鏡形式)인 것이 중국경(中國鏡)과 근본적(根本的)으로 다르다.3)

圖 7. 뇌광사화문경(雷光四花文鏡) 전국시대(戰國時代)(B.C. 3세기)

圖(7)은 전국시대경(戰國時代鏡)으로서 서기전(西紀前) 3세기(世紀)의 작품(作品)이다.4) 여기 

뇌광(雷光)같은 문양(文樣)은 서기전 4세기경에 성용(盛用)된 소위 락(絡)T문(文) 

(Interlocked T s)(圖 8)에서 변화(變化)한 것이며 이러한 락(絡)T문(文)이나 변형뇌광형문

(變形雷光形文)은 서기전 3세기경의 중국경(中國鏡)에서 배경지문(背景地文)으로 성용(盛用)

되는 바이고(圖 9) 한경(漢鏡)까지 계속되는 T자문(字文) 또는 산자문(山字文)도 락(絡)T문

(文)에서 발전(發展)된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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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8. 유하문(維下文)(전국시대(戰國時代))

圖 9. 괴수문관(怪獸文舘)(락하문지구전국시대(絡下文地區戰國時代))

18



- 10 -

 그런데 圖(7)에서보는 변형뇌광형문(變形雷光形文)과 우리 세문경중(細文鏡中) 고식조문경

(古式粗紋鏡)(圖 10의 1)이 어딘지 닮았다는 것을 지적(指摘)한 것은 일본(日本)의 삼본육이

(三本六爾) 으며 그는 그러한 관점(觀點)에서 세문경(細文鏡)의 이양식(二樣式)중 조문식(粗

文式)이 중국경에 가까운 고식(古式)이고 거기서 발전(發展)한 것이 정문식(精文式이)라고 생

각하 다.6) 이러한 삼본(森本)의 설(說)은 정문경(精文鏡)이 외국제(外國製)요, 또 고식(古式)

이고 조문식(粗文式)은 한반도(韓半島)에서는 방제품(倣製品)이며 후기(後期)것이라고 본 매

원말치교수(昧原末治敎授) 등의 고집(固執)으로 묵살(黙殺)되어 왔으나 2차대전후(次大戰後) 

요령성조양(遼寧省朝陽) 십이대 자(十二臺營子)에서 고식세형동검(古式細形銅劍)과 3뉴(鈕)

의 고식다뉴세문경(古式多鈕細文鏡)이 발견(發見)됨으로써 그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입증

(立證)되게 되었다. 즉, 여기 십이대 자(十二臺營子)의 3뉴경(鈕鏡)의 문양(文樣)은 세선문

(細線文)바탕에 지그자그의 평행선대(平行線帶)가 복잡(複雜)하게 배치(配置)된 것인데(圖 

11) 이것이 전기중국전국시대(前期中國戰國時代)의 변형뇌광형문(變形雷光形文)을 머리에 두

고 만든 것임은 의심(疑心)할 여지가 없고 우리나라 발견(發見)의 고식조문경(古式粗文鏡)(圖 

10의 1)이 다시 이 십이대 자경(十二臺營子鏡)을 범본(範本)으로 하고 있는 것도 설명(說明)

을 필요(必要)로 하지않을 것 같다. 그리하여 이 고식뇌광형조문경(古式雷光形粗文鏡)이 정리

(整理)되어(圖 10)의 2號 경(鏡)(전평양출토(傳平壤出土))으로 되고 그것이 다시 동도(同圖) 3

號경(鏡)(전성천출토(傳成川出土))으로 발전(發展)해 간 것이 분명(分明)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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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10. 조문식세문경(粗文式細文鏡)  1. 전충남출(傳忠南出)  

                                      2. 전평양출토(傳平壤出土)  3. 성천출토(成川出土)

 이 마지막 성천경(成川鏡)에서는 뇌광형(雷光形)을 이루었던 평행선대(平行線帶)가 성형(星

形)으로 정돈(整頓)되어 외구(外區)에서 일종(一種)의 조대(粗大)한 거치문(鋸齒文)을 이루고 

있고 앞에 본 맹산출토경범(孟山出土鏡笵)의 문양(文樣)은 여기에서 더 일보(一步) 전진(前

進)하여 정문식(精文式)으로 넘어가는 과도단계(過渡段階)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말하

자면 서남만주(西南滿洲)-만리장성지대(萬里長城地帶)에서 서기 전(前) 4∼3세기경(頃)에 전

국식경(戰國式鏡)을 가미(加味)하여 독특(獨特)한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인 십이대 자경(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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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臺營子鏡)이 성립(成立)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뇌광(雷光)․선지문(線地文)․쌍뉴

경(雙鈕鏡)으로 되고 그것이 전평양출토경(傳平壤出土鏡)․전성천출토경(傳成川出土鏡)경의 

순(順)으로 점차 정리(整理)되면서 맹산경(孟山鏡)으로 발전(發展), 거기서 다시 세 (細密)한 

정문경(精文鏡)으로 변(變)해간 것이다.7)

圖 11. 조양십이대 자출토(朝陽十二臺營子出土) 삼뉴경(三鈕鏡)(전국시대(戰國時代) 

B.C. 4∼3세기)

 그런데 전국식경(戰國式鏡)에는 지문(地文)에 와문(渦文)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圖 

12)이것은 역시 전국동기(戰國銅器)의 특색(特色)처럼 되어있는 번리문(繙螭文)(圖 13)에서 

전화(轉化) 또는 간화(簡化)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와문(渦文)은 한경(漢鏡)에도 외구

문양대(外區文樣帶)에 자주 나타나는 바이다. 우리 맹산경(孟山鏡)의 와문(渦文)이 이러한 전

국경(戰國鏡)의 와문(渦文)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고 화순경동심원문(和順

鏡式同心圓文)은 이러한 소형와문(小形渦文)을 확대(擴大)하여 독립(獨立)된 문양요소(文樣要

素) 또는 단위(單位)로서 사용(使用)하 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21



- 13 -

圖 12. 방격조문경(方格鳥文鏡)(세점와문(細點渦文)) (전국시대(戰國時代) B.C. 3세기)

圖 13. 산자문경(山字文鏡)(번리지문(繙螭地文))전국시대(戰國時代)(B.C. 3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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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런데 원문(圓文)이 반드시 두 개 1조(組)로 합(合) 8개가 되어 있는 것은 순전히 문양구성

(文樣構成)의 견지(見地)에서가 아니라 특수한 사상적(思想的) 배경(背景)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팔령구(八鈴具)의 팔령(八鈴)도 그렇거니와 당시(當時)에 있어서 8이라는 특

수한 뜻을 가졌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불행(不幸)히도 우리나라에는 문헌적(文獻的) 자료

(資料)가 남아 있지 않으나 일본(日本)의 고기록(古記錄)에는 가용자료(可用資料)가 포함(包

含)되어 있다. 주지(周知)하다 시피 일본(日本)의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는 우리나라를 통

(通)해서 들어간 것이며 서기전(前) 3세기경(頃)부터 우리나라로부터의 대거이주(大擧移住)가 

시작된 것이 확실하고 이러한 주민(住民)의 이주(移住)는 역사시대초기(歷史時代初期)까지 간

헐적(間歇的)으로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이주민(初期移住民)들이 일본(日本)

에서의 지배계급형성(支配階級形成)에도 크게 참여(參與)하여 소위 기마민족(騎馬民族) 도래

설(渡來說) 같은 것을 낳게하는 역사적배경(歷史的背景)이 되었지만 고대일본(古代日本)에서

의 사상(思想)이나 문화요소중(文化要素中)에는 당시(當時)의 우리나라 주민(住民)들의 그것

을 반 (反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청동기(靑銅器)에 나타나는 「8」에 대한 특수의의(特殊意義)를 고찰(考

察)함에 있어 일본측(日本側)의 기록(記錄)을 채용(採用)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일은 아닐 것

이다.

 각설(却說) 고대일본(古代日本)에서는 8이라는 수자(數字)는 수량(數量)이 많다는 것을 뜻하

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기록(記錄)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만도 수(數)없이 나타난다. 우선

(于先) 유명(有名)한 신화(神話)로서 소위 팔기대사(八岐大蛇)(팔두대사(八頭大蛇))가 있고(권

(卷) 1), 천치언(天稚彦)이 그의 처 하조희(妻 下照姬)가 죽었을 때 「팔일팔야(八日八夜)를 

제곡비가(啼哭悲歌)」하 고(권(卷) 2), 그 외(外)에도 팔구팔곡(八丘八谷), 천팔십하(天八十

河), 팔백신(八百神), 팔심웅악(八尋熊鰐)(팔심(八尋)길이의 악어) 팔십외(八十隈) 등등 도처에

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느 경우나 8이라는 숫자(數字)는 수량(數量)이 많다는 뜻으로 사용

(使用)되고 있으며 암파서점판(岩波書店版) 일본서기(日本書紀)(상(上)) (1967년)의 교주(校

注)에도 「80은 수량(數量)이 많다는 뜻」이라고 명기(明記)되어 있다.(P.140 주(註) 4). 이렇

게 8이라는 것이 고대(古代) 일본(日本)에서 「대량(大量)」이라는 뜻으로 사용(使用)되고 있

을 때 우리 청동기(靑銅器)에 있어서의 8이라는 숫자(數字)는 결코 무의미(無意味)한 우발적

(偶發的)인 존재(存在)는 아닐 것이고 역시 대량(大量) 풍요(豊饒)를 뜻하는 길상적(吉祥的)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거울에 나타나는 팔원문(八圓文), 팔령구(八鈴

具) 등은 그러한 관점(觀點)에서 해석(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이 화순경(和順鏡)의 문양(文樣)은 선(線)이 예리(銳利)하고 또 정 (精密)해서 이것

을 실측(實測)하는데도 몹씨 힘이 드는 정도(程度)이며 이것을 어떻게 주조(鑄造)하 을까 하

는 것이 또한 우리의 관심사(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나온 청동기주범(靑銅器鑄笵)들은 거울을 비롯해서 납석(蠟石)이나 

사암제(砂岩製)이며 다른 재료(材料)는 없으나 중국(中國)에서는 은대이래(銀代以來)로 주(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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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니범(泥笵)이 사용(使用)되었다.8) 일본(日本)의 매원교수(梅原敎授)는 아직도 백동제(白銅

製)의 정문경(精文鏡)은 중국대륙(中國大陸)의 미지(未知)의 모지(某地)에서 만들어져 한반도

(韓半島)로 수입(輸入)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9) 우리나라에서의 니범(泥笵)의 결여(缺

如)는 그의 주장(主張)을 뒷받침하는 듯도 하나 우리나라 각지(各地)에서의 정교(精巧)한 청

동기유물(靑銅器遺物)의 발견(發見)들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앞에 말한바와 같은 경형식자체

(鏡形式自體)의 변화발전(變化發展)과 함께 그것들이 우리나라 주조품(鑄造品)이라는 것을 증

명(證明)해주는 것일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전개(展開)되었던 청동주조술(靑銅鑄造術)이나 문

화(文化)의 특수성(特殊性)에 대해서 인식(認識)을 새로이 할 필요(必要)가 있을 것 같다.10) 

그런데 이 화순경(和順鏡)과 같은 정문경(精文鏡)에 있어서는 그 문양(文樣)이 세 (細密)한 

관계로 석범(石笵)은 도저히 불가능(不可能)하며 역시 중국(中國)의 경우처럼 니범(泥笵)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이러한 정문경제작(精文鏡製作)에는 니범(泥笵)이 쓰여졌기 때

문에 주범(鑄笵)은 오늘날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일견(一見) 정문경(精文鏡)의 타국제작설

(他國製作說)을 뒷받침하는 듯한 모순상(矛盾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니범(泥笵)의 경우 처음에는 표면(表面)이 잘 마연(磨硏)된 순동판(純銅板)에 문양

(文樣)을 세 (細密)하게 침각(針刻)한 다음 그위에 고운 진흙 액(液)을 부어서 가열(加熱)하

여 약간 두터운 第 2모판(母版)을 만들었고 그 이제(泥製) 第2모판(母版)(문양(文樣)이 양문

(陽文)으로 됨)으로 다시 第 3, 즉 마지막 음문니범(陰文泥笵)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추측(推

測)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동(鑄銅)을 위하여는 특수(特殊)한 숙련(熟練)된 공장단(工匠團)이 있었을 것

은 두말할 것 없으며 그러한 주동중심지(鑄銅中心地)는 지금까지의 유물발견상황(遺物發見狀

況)으로 보아 평양(平壤), 대전(大田), 익산(益山), 산강하류(榮山江下流), 천(永川)-경주

(慶州) 등 지(地)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推測)되나 그들이 서로 긴 (緊密)한 접촉(接觸)을 하

고 있었을 것은 제품(製品)의 세부(細部)에서 보이는 공통점(共通點)들이 시사(示唆)하고 있

는 바와 같다.

                              6.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순경(和順鏡)의 연대(年代)에 관해서 일고(一考)해 볼 필요(必要)

가 있다.

 우선(于先) 우리의 소위(所謂) 세문경(細文鏡)이라는 것이 십이태 자경(十二台營子鏡)에서 

출발(出發)한 것이라면 세문경연대(細文鏡年代)의 상한(上限)은 십이태 자문화(十二台營子文

化)의 연대(年代)로써 일단(一旦) 제한(制限)할 수 있다. 십이태 자유물(十二台營子遺物)의 

보고자(報告者)는 그 일괄유물(一括遺物)의 연대(年代)를 춘추만기(春秋晩期)에서 전국시대

(戰國時代)(서기전 5세기∼3세기)라고 보고 있으며11) 이 연대(年代)는 「문제(問題)의 거울이 

전국경(戰國鏡)의 향(影響)을 받았다는 사실(事實)과 배치(背馳)되지 않으나 앞에서 본 것 

같은 전국경(戰國鏡)의 상황(狀況)을 참작(參酌)하면 그 연대(年代)는 4세기(世紀)-3세기(世

紀)정도로 더 좁혀 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평양지구(平壤地區)에서는 정문

경(精文鏡)이 동검(銅劍)과 함께 낙랑성립(樂浪成立) 이전(以前)에는 완성(完成)되어 있었음이 

분명(分明)하고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조문경(粗文鏡)으로부터 정문경(精文鏡)에로의 발전변화

(發展變化)는 서기 전(前) 4세기(世紀)부터 서기 전(前) 2세기말(世紀末)까지의 2백년(百年)동

안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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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러한 소위(所謂) 동검(銅劍)․세문경문화(細文鏡文化)가 서기(西紀) 전(前) 2세기

(世紀)에 비로서 성립(成立)되었다고는 보기힘드며 역시 늦게 잡아도 서기전(西紀前) 3세기

(世紀)에는 평양지구(平壤地區)에 그러한 검(劍)․경(鏡) 형식(形式)이 완성(完成)되었다고 믿

어야 하겠다. 다만 이 검경문화(劍鏡文化)가 철기(鐵器)를 동반(同伴)하고 있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여기서 그 예(例)를 일일이 들 필요(必要)는 없다. 따라서 이 청동문화(靑銅文化)

는 이보다 앞서는 순수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즉(卽) 청동기(靑銅器) Ⅰ기(期)의 다음에 오

는 청동기(靑銅器) Ⅱ기(期) 또는 철기(鐵器)로 말하면 철기(鐵器) Ⅰ기(期)에 해당(該當)되는 

시기(時期)가 된다. 이 청동기(靑銅器) Ⅱ기(期)는 남한(南韓)에서는 서력기원개시전후(西曆紀

元開始前後)까지 계속(繼續)되었으며 김해문화(金海文化)의 출현(出現)-나의 이른바 원삼국시

대(原三國時代)의 시작(始作)과 함께 소멸(消滅)된다.

 그런데 일본(日本)의 서곡정씨(西谷正氏)는 이 청동기(靑銅器) Ⅱ기(期) 유물(遺物) 중동검

(中銅劍)․세문경(細文鏡) 그리고 첨두삭구(尖頭削具)(사(□))를 포함(包含)하며 철기(鐵器)를 

반출(伴出)하지 않는 유물군(遺物群)들을 A군(群)으로 하고 세문경(細文鏡)이 없는 대신(代

身) 청동차마구(靑銅車馬具)와 철기(鐵器)를 반출(伴出)하는 유물군(遺物群)을 B군(群)으로 

하여 A군(群)은 전국시대(戰國時代)와 평행(平行), B군(群)은 대체(大體)로 한대(漢代)(그러

나 후한중기이전(後漢中期以前))와 평행(平行)하는 것으로 보았다.12) 서곡씨(西谷氏)의 이 편

년(編年)은 매우 타당(妥當)한 것 같으나 A군(群)이라고 해서 철기(鐵器)가 절무(絶無)했던 

단계(段階)는 아니며 김해패총(金海貝塚)의 옹관(甕棺)에서 첨두삭구(尖頭削具)가 나왔다는 

사실(事實)은 문제(問題)의 A군(群)이 남한(南韓)에서는 서기전(西紀前) 1세기경(世紀頃)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기(鐵器)를 동반(同伴)하

지 않고 낙랑계(樂浪系)의 색채(色彩)가 조금도 반 (反映)되지 않은 이 화순일괄유물(和順一

括遺物)의 연대(年代)는 역시 순수(純粹)A군(群) 즉(卽) 낙랑이전(樂浪以前)의 서기전(西紀前) 

4∼3세기경(世紀頃)에 해당(該當)되는 것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지상(新聞紙上)에 보도(報道)된 바에 의하면 이 화순일괄유물(和順一括遺

物)과 함께 나온 목관편(木棺片)을 원자력연구소(原子力硏究所)에서 검년(儉年)한 결과(結果) 

2560 B.P. 즉 서기전 610년이란 연대(年代)가 나왔다고 하며13) 일부(一部)에서는 이 연대(年

代)를 들어 우리나라 청동기연대자체(靑銅器年代自體)를 올려야하는 증거(證據)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기도 하나 방사성탄소연대(放射性炭素年代)의 성격상(性格上) 이 한 개의 수치(數

値)는 절대적(絶對的)인 것이 못될뿐 아니라 상술(上述)한 바와 같은 청동기유물자체(靑銅器

遺物自體)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배경(歷史的背景)으로 보아 앞에서 도론(導論)된 화순유물(和

順遺物)의 연대(年代)는 적어도 현상(現狀)으로서는 움직이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다른 곳에

서도 누차(屢次) 지적(指摘)한 바 있거니와 우리나라에서의 청동기(靑銅器) Ⅰ기(期)의 개시

(開始)가 장차 현재(現在)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올라가 서기전 1,000년대(年代)까지 소급

(遡及)하게 될지 모르고 또 그런 가능성(可能性)을 아무도 부인(否認)하지 않으나 그것은 어

디까지나 유물(遺物)이나 기타적극적(其他積極的)인 자료(資料)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지 남의 

나라 것이 오래다 하여 이론(理論)만으로 덩다라 따라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

나라에 최초(最初)의 청동제품(靑銅製品)이 들어온 연대(年代)라면 모르되 우리나라에서 청동

기(靑銅器)가 보급(普及)되고 제작(製作)되던 소위「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를 말할 때는 

그 연대결정(年代決定)에 신중(愼重)을 기(期)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고대문화(古代

文化)를 연구(硏究)하고 구명(究明)하는데 있어 감정(感情)과 맹목적(盲目的)인 국수사상(國粹

思想)에 잡혔던 2차대전전(次大戰前)의 일본사학자(日本史學者)나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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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前轍)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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