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범종의 각부 문양소고

(新羅梵鍾의 各部 紋樣小考)

李   浩   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라범종(新羅梵鍾)들에 대(對)하여 학술적(學術的) 논평(論評)이

나 논문(論文) 等으로 발표(發表)된 것은 상원사종(上院寺鍾)을 비롯하여 대략(大略) 10

여점(餘點)에 불과하다.

이에 대(對)하여 필자(筆者)는 이들 10여점을 통관(通觀)하여 용뉴(龍鈕), 종신(鍾身) 

等의 형태(形態)를 제외(除外)한, 견대(肩帶), 유곽(乳廓), 비천상(飛天像), 하대(下帶) 等

에 조식(彫飾)된 문양(紋樣)만을 비교개관(比較槪觀)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이를 범종(梵鍾)들에 대(對)한 기명별(記銘別) 연대순(年代順)으로 나열(羅

列)하여 본다면은

서기(西紀) 725年에 해당되는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

서기(西紀) 745年에 해당되는 국부팔번사 소장동종(國府八幡社 所藏銅鍾)(재일(在日), 

           현재(現在)없음)

서기(西紀) 771年의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서기(西紀) 804年의 선림원동종(禪林院銅鍾)

서기(西紀) 883年의 상궁신사동종(商宮神社銅鍾)(재일(在日))

서기(西紀) 904年의 우좌팔번소장동종(宇佐八幡所藏銅鍾)(재일(在日))

等 6점(點)과 기명(記銘)이 없는 공주박물관소장 신라동종(公州博物館所藏 新羅銅鍾), 

동국대학박물관소장 실상사파종(東國大學博物館所藏 實相寺破鍾), 광명사소장 신라동종

(光明寺所藏 新羅銅鍾)(재일(在日)), 주길신사소장 신라동종(住吉神社所藏 新羅銅鍾)(재

일(在日)), 운수사소장 신라동종(雲樹寺所藏 新羅銅鍾)(재일(在日)) 等을 둘 수 있다.

이상(以上)의 11점(點)에 대(對)한 개개(個個)의 내용(內容)을 약술개관(略述槪觀)하면

1. 기명동종(記銘銅鍾)

①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圖版1, 2, 28)

소재지(所在地)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東山里)

크  기 : 고(高) 167cm , 구경(口徑) 91cm

시  대(時  代) : 서기(西紀) 725年

본종(本鐘)은 현존(現存)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최고최미(最高崔美)의 범종(梵鍾)으

로서 대표(代表)되는 종(鍾)이다. 종정(鍾頂)에는 용뉴(龍鈕)를 구비하고 종신(鍾身)에는 

견대(肩帶)와 하대(下帶) 유곽(乳廓) 유두당좌(乳頭幢座) 비천(飛天) 等을 갖춘 것으로 

한국종(韓國鍾)의 가장 뚜렷한 특징(特徵)을 유감없이 구비(具備) 발휘하고 있는 동종

(銅鐘)으로서 상하대(上下帶)가 긴박감을 주는 가운데 상하(上下) 모두가 연주문대(連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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紋帶)를 돌린 다음 유려(流麗)한 당초문(唐草紋)으로 채우고 2人내지 4人의 주락상(奏樂

像)을 양각(陽刻)한 반월권(半月圈)을 돌리고 견대(肩帶)(상대(上帶))에 붙여서 당초문

(唐草紋)을 양각(陽刻)한 유곽(乳廓) 4개를 배치하고 그 속에 연화(蓮花)를 화좌(花座)

로 한 유두(乳頭) 9個를 돌출(突出)시키고 있다.

종신(鍾身)의 공간(空間)에는 상대(相對)되는 두곳에 운상(雲上)에서 천의(天衣)를 날

리며 무릎을 세워 하늘을 나르며 공후(箜篌)와 간(竿)(생(笙)으로도 추정(推定))을 주락

(奏樂)하는 비천상(飛天像)이 양각(陽刻)되어 있다. 비천(飛天)사이에는 역시 상대(相對)

하여 원형의 당좌(幢座)가 있는 바 중앙(中央)의 자방(子房)을 중심(中心)으로 팔판연화

(八瓣蓮花)를 돌리고 있고 외원내외(外圓內外)로 섬세한 연주문(連珠紋)을 돌렸으며 그 

안에 당초문(唐草紋)이 조각(彫刻)되었다. 또한 종정상(鍾頂上)에는 용뉴(龍鈕)와 용통

(甬筒)이 있는 바 그 수법(手法)이나 양식(樣式)이 현존(現存)하는 신라종(新羅鍾)에 있

어서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과 더불어 가장 대표(代表)되는 용뉴(龍鈕)를 갖추고 

있다. 특(特)히 용뉴좌우(龍鈕左右)에 명문(銘文)이 음각(陰刻)되어 있어 주성년대(鑄成

年代)를 명확(明確)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명문(銘文)에 의(依)하면 개원십삼년(開元十

三年)은 당(唐)의 년호(年號)로서 신라성덕왕(新羅聖德王) 24年(AD 725年)에 해당되는 

때이다. 또한 명문(銘文)에는 종성기지(鍾成記之)의 지(之), 도합유(都合鍮)의 도합(都

合) 등(等)의 이독문(吏讀文)과 보중직세(普衆直歲), 중승등(衆僧等)의 승명(僧名)과 도

유내유휴등(都唯乃有休等)의 관직명(官職名)과 인명등(人名等)註1이 보이고 있어 당시

(當時)의 이독(吏讀)의 사용(使用)과 주종(鑄鍾)에 참여(參與)하 던 승려(僧侶)와 주조

감독자(鑄造監督者), 관직등(官職等)의 직명(職名)을 파악(把握)할 수 있는 귀중(貴重)한 

명문(銘文)이 있다.

명기(銘記)한 명문(銘文)을 살펴보면

開元十三年乙丑三月

개원십삼년을축삼월

八日鍾成記之都合鍮

팔일종성기지도합유

三千三百鋌□□普衆

삼천삼백정□□보중

都唯乃孝□直歲道直

도유내효□직세도직

衆僧忠七沖安貞應

중승충칠충안정응

旦越有休大舍宅夫人

단월유휴대사택부인

休道里德香舍上安舍

휴도리덕향사상안사

照南匠仕□大舍

조남장사□대사

②국부팔번사소장동종(國府八幡社所藏銅鍾)(圖版 3,19)

시대(時代) : 서기(西紀) 74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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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종(梵鐘)은 현재(現在) 일본(日本)에 없는 것으로 명치유신(明治維新) 당시(當時) 

신불(神佛) 분리소동 때 없어졌다고 전(傳)하나 그 이전(以前)에 조사(調査)하여 두었던 

동경박물관소장(東京博物館所藏) 탁본(拓本)에 의하여 밝혀진 각부양식(各部樣式)을 추

론(推論)하고저 한다. 註2

크기는 고(高) 72.7cm, 구경(口徑) 56,3cm의 종(鍾)으로 견대(肩帶)와 하대(下帶), 유

곽(乳廓)의 문양(紋樣)은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과 같은 반원권문양(半圓圈文樣)을 갖

추고 있으나 그 내외(內外)와 당초문(唐草紋)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주락천인상(奏樂天

人像)을 배치한 것과 상이(相異)점이라 할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특징(特徵)

도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과 흡사하게 화려한 장식을 갖고 있는 것이 유사하며 또한 

종복(鍾腹)에 양각(陽刻)으로 나타낸 비천상(飛天像)도 몹시 자연(自然)스럽고 우아하게 

처리한 비천상(飛天像)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特)히 명문(銘文)은 유곽(乳廓)과 유곽(乳廓)사이의 견대(肩帶) 바로 밑에 명기(銘

記)되여 있는 것으로 그 내용(內容)을 보면

天寶四載乙酉思仁大角干

천보사재을유사인대각간

爲賜夫只山村无盡寺鐘成

위사부지산촌무진사종성

敎受內成記時願助在衆䢻

교수내성기시원조재중신 

僧村宅方一切壇越幷成在

승촌택방일체단월병성재

願旨者一切衆生苦離樂得

원지자일체중생고리락득

敎受成在節唯乃秋長幢主

교수성재절유내추장당주

로 명기(銘記)되어 있어 「천보사재을유(天寶四載乙酉)」는 당현종년호(唐玄宗年號)로 

사년을유(四年乙酉)는 신라경덕왕(新羅景德王) 4年 서기(西紀) 745年에 해당(該當)되는 

것으로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AD 725年)보다 20年 뒤에 주종(鑄鍾)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때는 신라불교(新羅佛敎)가 최대(最大)로 성(盛)하던 때 해당되는 시기이

다.

이 명문중(銘文中)에서도 「사인대각우(思仁大角于)」「위사(爲賜)」「부지산촌무진사

(夫只山村无盡寺)」「성교수내(成敎受內)」「시원조재중(時願助在衆)」「신승촌택방(䢻

僧村宅方)」等의 명문내용(銘文內容)은 역시 당시의 관직(官職), 이독승촌(吏讀僧村), 지

명(地名), 인명등(人名等)을 판독(判讀)할 수 있는 귀중(貴重)한 자료(資料)를 내포(內

包)한 신라종(新羅鍾)이라는 점이다.

③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圖版4,5,20)

소재지(所在地) :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경주분관(慶州分館)

크  기 : 고(高) 3,33m 구경(口徑) 2.27m

시  대(時  代) : 서기(西紀) 77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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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잔존(殘存)한 최대(最大)의 거종(巨鐘)으로서 제작년대(製作年代)와 각부양식

(各部樣式)이 풍요하고 화려한 동종(銅鐘)의 하나이다.

종신상하(鍾身上下)에는 견대(肩帶)와 하대(下帶)를 돌렸고 그 속의 주문대(主紋帶)는 

보상당초문(寶相唐草紋)을 조식(彫飾)하 으며 특히 하대(下帶)에 속(屬)하는 구연대(口

緣帶)는 종구(鐘口)가 팔릉형(八稜形)을 이룬 특수한 형태(形態)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팔릉형(八稜形)의 윤곽형(輪廓形)이 되는 릉(稜)마다 당좌(幢座)와 유사한 

큰 연화(蓮花)를 배치(配置)하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견대(肩帶) 밑으로는 4처(處)에 연주문(連珠紋)안에 견대(肩帶)에서와 같은 보상당초

문양(寶相唐草紋樣)으로 조식(彫飾)된 유곽(乳廓)을 돌리고 그 내부(內部)에 양각연화

(陽刻蓮花)로 표현된 9유(乳)가 들어 있다. 종신(鍾身)의 유곽(乳廓) 밑으로 비천상(飛天

像) 2구(軀)를 상대적(相對的)으로 배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교호(交互)로 팔판(八瓣)의 

연화(蓮花)당좌 2個를 배치하고 있다. 특히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의 명문(銘文)이 종

(鍾) 정부(頂部)에 명기(銘記)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종신(鍾身)에 명문(銘文)이 양각(陽

刻)되어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전체적(全體的)인 종(鍾)의 조각수법(彫刻手法)은 동

양(東洋) 어느 국가(國家)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거종(巨鐘)인 동시에 상원사

동종(上院寺銅鐘)과 더불어 최대(最大)의 조각양식(彫刻樣式)을 구비한 종(鍾)이다.

종신(鍾身)에 2구(軀)씩 상대(相對)한 4구(軀)의 비천상(飛天像)은 연화좌(蓮花座)위에 

무릎을 세우고 공양(供養)하는 공양상(供養像)으로서 비천(飛天) 주위에는 보상화(寶相

花)를 구름같이 피어오르게 하 고 천상(天上)으로 천의(天衣), 락(瓔珞) 등이 휘날리

고 있는 것은 타(他) 신라종(新羅鍾)에서는 볼 수 없는 훌륭한 비천상(飛天像)으로서 한

국비천상(韓國飛天像)의 대표(代表)가 되는 조각수법(彫刻手法)이다. 장문(長文)으로 된 

종(鍾)의 명문(銘文)에 의(依)하면 경덕왕(景德王)이 부왕(父王)인 성덕왕(聖德王)을 위

하여 동(銅) 12만척(萬斥)을 들여 대종(大鍾)을 주성(鑄成)하려 했으나 완성(完成)을 보

지 못하고 돌아가매, 다음 혜공왕(惠恭王)이 부왕(父王)의 뜻을 받아 동왕(同王) 7年 서

기(西紀) 771年 대력(大歷) 6年에 완성(完成)을 본 것이다.註3

이때 역시 신라예술(新羅藝術)의 극성기로서 이와 같은 우수한 작품(作品)이 제작(製

作)될만한 시대적(時代的)인 배경(背景)을 갖고 있는 때이다.

④ 선림원동종(禪林院銅鍾)(圖版 6, 7, 21)

원소재지(原所在地) : 강원 평창군도 진부면 월정사(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月精寺)

현소재지(現所在地) :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출 토 지(出 土 地) : 강원도 명주군 신서면 미천리(江原道 溟州郡 新西面 米川里)

크    기 : 고(高) 1.22m, 구경(口徑) 68cm 

시    대(時    代) : 서기(西紀) 804年

본종(本種)은 1948年 강원도 명주군 신서면 미천리 선림원사지(江原道 溟州郡 新西面 

米川里 禪林院寺址)에서 출토(出土)되어 1949年 11月 월정사(月精寺)로 이관보존(移管

保存)되어 오다가 1950年 6月 25日 동란(動亂)으로 인해 월정사(月精寺)가 소실(燒失)될 

때 파손(破損)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분만이 현재(現在)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에 보존(保存)되어 있는 종(鍾)이다. 고(故) 이홍직(李弘稙)씨의 보고서(報告書)註4 내용

(內容)과 필자(筆者)가 조사(調査)한 내용(內容)의 탁본(拓本)에 따라 살펴본다면 상원

사동종(上院寺銅鐘)이나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과 유사한 양식(樣式)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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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되 웅건(雄建)한 맛은 없다. 각부(各部)의 양식(樣式)도 역시 신라종(新羅鍾) 특유의 

양식(樣式)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형태(形態)나 조각수법(彫刻手法) 等이 뚜렷하게 우

수하지 못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신라종(新羅鍾)의 양식(樣式)을 갖우고 있는 동종(銅鐘)

이다. 본종(本種)도 견대(肩帶)와 하대(下帶)를 갖추고 있으며 견대(肩帶)는 상원사동종

(上院寺銅鐘)과 같이 반원권문양(半圓圈文樣)을 12個 연속적으로 배치(配置)하고 있고 

그 원권중앙(圓圈中央)에 연화문(蓮花紋)을 그 외부(外部)에는 보상당초문(寶相唐草紋)

으로 조식(彫飾)되어 있다. 하대(下帶)에 속(屬)하는 구연대(口緣帶)에는 봉화대좌상(逢

花臺座上)에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갖추고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불상(佛像) 19체

(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대(下帶)의 주문양대(主紋樣帶)를 갖추고 견대(肩帶)와 상이

(相異)하게 갖고 있는 것이 또한 특색(特色)이다. 유곽대(乳廓帶)의 문양(紋樣)도 견대

(肩帶)의 문양(紋樣)과 동일(同一)하게 처리(處理)하 으며 팔판(八瓣)의 연화문당좌(蓮

花紋幢座)를 교호(交互)로 2개소(個所)에 배치(配置)하 다. 또한 비천상(飛天像)은 당좌

(幢座)와 교호(交互)로 종신(鍾身)에 나타내고 있고 비천상(飛天像)의 형태(形態)도 비

운상(飛雲上)에 연화좌(蓮花座)를 갖추고 그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여 횡적(橫笛)을 

불고 또 일구(一軀)의 비천(飛天)은 요고(腰鼓)를 두드리는 상(像)으로 나타내고 그 위

로는 천의(天衣)가 바람에 위날리는 형식(形式)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견대(肩帶)와 유

곽(乳廓), 하대(下帶), 당좌(幢座), 비천(飛天)등이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보다도 퇴화

(退化)된 수법(手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목(注目)된다. 이것은 이미 본종(本種)의 

명문(銘文)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시대(時代)가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보다 79年이

나 뒤떨어지는 작품(作品)으로 인해 오는 수법(手法)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본종

(本種)의 명문(銘文)에 의(依)하면 정원입년갑신삼월입삼일(貞元卄年甲申三月卄三日)은 

당(唐) 덕종(德宗)의 년호(年號)로 20年 갑신(甲申)은 서기(西紀) 804年 신라애장왕(新

羅哀莊王) 5年에 해당된다. 이 종(鍾)의 명문(銘文)에서도 역시 리독(吏讀), 인명(人名), 

관직(官職), 지명(地名) 등의 기록(記錄)을 보이고 있어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되는 

것이다.

⑤ 상궁신사소장동종(常宮神社所藏銅鍾)(圖版 8. 22)

소재지(所在地) : 일본국복정현돈하시상궁신사(日本國福井縣墩賀市常宮神社)

크  기 : 고(高) 111cm, 구경(口徑) 66cm

시  대(時  代) ; 서기(西紀) 833年

본종(本種)은 임란(壬亂)이전 왜구(倭寇)들에 의해 약탈되어 간종(鍾)으로 추정(推定)

된다. 일본문화재보호법(日本文化財保護法)에 의해 국보(國寶)로 지정(指定)된 유일(唯

一)한 한국종(韓國鍾)이며註5

상원사(上院寺),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다음으고 큰 대종(大鍾)이다. 그러나 전체

적(全體的) 각부양식(各部樣式)으로 볼 때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이나 성덕대왕신종(聖

德大王神鍾) 및 선림원종(禪林院鍾)에 비(比)하여 그 수법(手法)이나 형태(形態)등이 약

간 빈약한 감을 주고 있다. 특(特)히 본종(本種)에서 주목하여야 될 몇 가지 늑징이 보

이는 바 그것은 용뉴부분(龍鈕部分)이 신라종(新羅鍾)의 용뉴(龍鈕)와는 다르게 조잡함

을 나타내고 있고 견대(肩帶)와 하대(下帶)에서는 신라종(新羅鍾)에서 대종(大宗)을 이

루는 반원권문양(半圓圈文樣)이나 보상당초문양(寶相唐草紋樣)이 아니고 산수문(山水紋)

경과 이조동종(李朝銅鍾)에서 보이는 파상문(波狀紋)과 동일(同一)한 것으로 처리(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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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파상문(波狀紋)은 또한 구간을 설정(設定)하고 

그 파상문(波狀紋)사이 사이에는 암초(暗礁)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또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유곽(乳廓)은 견대(肩帶)와 하대(下帶)에 사용(使用)하 던 파상문(波狀紋)과는 

달리 연속방곽문(連續方郭紋)으로 처리(處理)하고 각(各) 곽내(郭內)에는 점선과 비슷한 

것으로 하여 대각선(對角線)을 나타내고 그 사이를 섬세한 보상문(寶相紋)으로 만조조

식(滿彫彫飾)하 다. 그리고 종신(鍾身)에는 팔판중엽(八瓣重葉)의 연화문당좌(蓮花紋幢

座)를 배치(配置)하고 또한 당좌(幢座) 사이사이에 각(各) 1구(軀)의 비천상(飛天像)을 

양각배치(陽刻配置)하고 있는 바 비천상(飛天像)은 운상(雲上)에 천의(天衣)를 날리며 

양(兩)손은 벌려서 장고(長鼓)를 두드리는 자세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조식수법

(彫飾手法)역시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의 비천상(飛天像)이나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

鍾)의 비천상(飛天像)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되 신라동종(新羅銅鍾)의 비천상연구(飛天

像硏究)에는 좋은 자료(資料)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유곽(乳廓) 사이에는

太和七年三月日菁州蓮池寺

태화칠년삼월일청주연지사

鍾成內節傳合入金七百十三延

종성내절전합입금칠백십삼연

古金四百九十八延加入金百十延

고금사백구십팔연가입금백십연

成典和上 惠門法師 □□法師

성전화상 혜문법사 □□법사

上坐 則忠法師 都乃法勝法師

상좌 즉충법사 도내법승법사

鄕村主 三長及干 朱雀大朶

향촌주 삼장급간 주작대타

作韓舍 寶淸軍師 龍□軍師

작한사 보청군사 용□군사

史六□ 三忠舍知 行道舍知

사육□ 삼충사지 행도사지

成博士 安海哀大舍 求以大舍

성박사 안해애대사 구이대사

節州統 皇龍寺 覺明和上

절주통 황룡사 각명화상

이라는 명문(銘文)이 있는 바 여기에서 보이는 태화칠년삼월일(太和七年三月日)의 태

화칠년(太和七年)은 당(唐) 문종(文宗)의 년호(年號)이며 그 7年은 신라(新羅) 흥덕왕(興

德王) 8年, 서기(西紀) 833年에 해당되는 때이다. 특히 본명문(本銘文)에서 보이는 청주

(菁州) 연지사(蓮池寺)등의 지방(地方) 및 사명(寺名)과 리독(吏讀), 승명(僧名), 관직(官

職), 무관(武官) 및 군관직(軍官職) 등의 내용(內容)이 보여 신라사연구(新羅史硏究)에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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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우좌팔번궁소장신라동종(宇佐八幡宮所藏新羅銅鍾)

소재지(所在地) : 일본국대분현우좌시풍전우좌팔번궁

                (日本國大分縣宇佐市豊前宇佐八幡宮)

크  기 : 고(高) 86cm, 구경(口徑) 47cm 

시  대(時  代) : 서기(西紀) 904年

본종(本種)이 어떠한 경로를 밟아 도일(渡日)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종(朝鮮鍾)

을 집필한 평정량평씨(坪井良平氏) 해설(解說)註6에 의하면 용뉴(龍鈕)와 용통(甬筒)은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등에 비(比)하여 그 수법(手法)이 

미치지 못하는 열작(劣作)에 속(屬)하기는 하는 명문(銘文)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제작연대(製作年代)가 신라말기(新羅末期)에 속(屬)하는 종(鍾)이라 평(評)하 다.

견대(肩帶)와 하대(下帶) 및 유곽(乳廓)에는 동일(同一)하게 반원권문양(半圓圈文樣)

을 돌리고 원권내(圓圈內) 중앙(中央)에는 심엽형(心葉形) 여의두문(如意頭紋)을 조식

(彫飾)하고 그 외부(外部)에는 당초문(唐草紋)으로 처리(處理)하 다. 그리고 연주문대

(連珠紋帶)를 돌린 외부(外部)에는 중간구획내(中間區劃內)에 있는 당초문(唐草紋)과 동

일(同一)한 문양(紋樣)으로 각(各) 반원권문양(半圓圈文樣)사이사이를 조식(彫飾)하 다. 

그리고 종복(鍾腹)에는 연주문대(連珠紋帶)를 갖고 있는 7판복엽(瓣複葉)의 연판문당좌

(蓮瓣紋幢座)를 2個 갖고 있으며 당좌(幢座) 사이사이에는 양수(兩手)를 들어 올려 장고

(長鼓)를 치면서 천의(天衣)를 날리고 운상(雲上)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비천상(飛天

像)각(各) 1구(軀)씩을 배치(配置)하고 있다. 비천상(飛天像)의 천의(天衣)는 역시 신라

동종(新羅銅鍾)들에서 보이는 천인상(天人像)들의 천의(天衣)와 동일(同一)한 형태(形

態)로 휘날리고 있으나 그 수법(手法)은 몹시 퇴화(退化)된 수법(手法)인 것이 주목(注

目)된다.

특히 당좌(幢座)와 비천상(飛天像) 중간(中間)에 3행(行)으로 명기(銘記)된 명문(銘文)

에 의(依)하면 「천복사년갑자이월입일송산촌(天復四年甲子二月卄日松山村)」이 있어 

천복사년(天復四年)은 당말기(唐末期) 소종(昭宗)의 년호(年號)로 그 4年은 서기(西紀) 

904年에 해당되며 천복사년사월(天復四年四月)에 소종(昭宗)이 살해(殺害)되어 천우원

년(天祐元年)이 됨에 천우(天祐) 4年은 당(唐)이 멸망되는 때이고 이때가 신라효공왕(新

羅孝恭王) 8年에 해당되므로 신라(新羅)도 왕조(王朝)가 망(亡)하느 바로 직전에 해당되

는 것이다. 이로서 본종(本種)은 명문(銘文)이 명기(銘記)된 신라종(新羅鍾)으로서 현금

(現今)까지 발견(發見)된 최후(最後)의 종(鍾)이 아닌가 생각된다.

天復四年甲子二月卄日松山村

천복사년갑자이월입일송산촌

大寺鍾成內文節本和上態與本村主

대사종성내문절본화상태여본촌주

連筆一合入金五千八十方畣成

연필일합입금오천팔십방답성

이라는 명문(銘文)에서도 리독(吏讀), 지명(地名),  주종장(鑄鍾匠), 감독(監督)등의 명

문(銘文)이 보이는 바 이 역시 신라(新羅)시대 범종연구(梵鍾硏究)와 신라사연구(新羅史

硏究)에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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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명동종(無記銘銅鍾)

① 공주박물관소장신라동종(公州博物館所藏新羅銅鍾)(圖版10, 11,24)

소재지(所在地) : 충남공주읍국립중앙박물관공주분관

                (忠南公州邑國立中央博物館公州分館)

크  기 : 고(高) 78cm, 구경(口徑) 47cm

시  대(時  代) : 나말(羅末)

1970年 충남북도 청주시 운천동(忠南北道 淸州市 雲泉洞)에서 금동불상금구(金銅佛像

金釦) 등과 더불어 출토(出土)된 것을 김 배관장(金永培館長)이 발표(發表)한 바 있는 

종(鍾)이다.註7

이 종(鍾)은 중형(中形)의 범종(梵鍾)으로서 견대(肩帶)와 하대(下帶)에는 하등(何等)

의 조식문양(彫飾紋樣)이 없는 소문대(素文帶)로서 처리(處理)하 고 종(鍾)의 견대부

(肩帶部)에 붙어서 4곳에 유곽(乳廓)을 배치(配置)하고 있다. 특히 유곽(乳廓)내에 3구

(軀)의 비천상(飛天像)을 각각(各各) 배치(配置)하고 있고 반원권윤곽(半圓圈輪廓)의 사

이사이에는 삼보문(三寶紋)과 당초문(唐草紋)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유곽내(乳廓內)에는 신라범종(新羅梵鍾)에서 흔히 보이는 연화좌(蓮花座)를 갖

춘 돌기(突起)된 9유(乳)를 배치(配置)하고 있으며 또한 종신(鍾身)에는 2구(軀)의 비천

상(飛天像)이 양각(陽刻)되어 있으나 그중 1구(軀)의 비천상(飛天像)은 주락상(奏樂像)

으로 되어 있고 다른 1구(軀)는 합장(合掌)하여 천의(天衣)를 날리며 천상(天上)으로 비

천(飛天)하는 유려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 당좌(幢座) 역시 2個를 비천(飛天)과 교호(交

互)로 하여 배치(配置)하고 있으되 12판(瓣)의 연화문(蓮花紋)을 돌리고 그 사이에 당초

문(唐草紋)을 조식(彫飾)하고 있는 것이다.

본(本) 종(鍾)에 대(對)하여 김 배관장(金永培館長)은 고려초(高麗初)로 추정(推定)하

고 이씅나 종(鍾)의 형태(形態)나 문양(紋樣)으로 보아 고려종(高麗鍾)으로 보기에는 무

리라고 보며 필자(筆者)의 추정(推定)한 바로는 나말(羅末) 즉 10세기(世紀) 초반(初般)

에 해당되는 범종(梵鍾)이 아닌가 본다. 특히 주목(注目)되는 점은 타(他) 신라범종(新

羅梵鍾)에서는 비천상(飛天像)들이 동일(同一)한 주락상(奏樂像)과 공양상(供養像)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각각(各各) 다른 형상(形像)으로 조식(彫飾)되어 있다는 점

이다. 1구(軀)의 공양상(供養像)은 통화이십팔년명(統和二十八年銘) 천흥사동종(天興寺

銅鍾)(圖版 28)의 비천상(飛天像)과 유사(類似)하다.註8

② 동국대학박물관소장실상사파종(東國大學博物館所藏實相寺破鍾)(圖版 12, 25)

소재지(所在地) : 서울 특별시중구필동동국대학박물관

                (서울特別市中區筆洞東國大學博物館)

크  기 : 현실측치(現實測値) 구경(口徑) 101×97cm

종구후(鐘口厚) 9.5cm 현고(現高) 99cm

시  대(時  代) : 9세기경(世紀頃)으로 추정(推定)

1967年 3月 29日 전라북도남원군산내면 실상사경내(全羅北道南原郡山內面 實相寺境

內)에서 발굴(發掘)된 파종(破鍾)으로서 1967年 고고미술(考古美術)에 황수 씨(黃壽永

氏)가 소개발표(紹介發表)한 바 있는 종(鍾)이다.註9

불행(不幸)하게도 본종(本種)은 종(鍾)의 상부면(上部面)이 파손(破損)되어 전체(全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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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形態)와 견대(肩帶), 용뉴(龍鈕), 유곽(乳廓), 유두(乳頭) 등의 각부(各部) 양식

(樣式)을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며 단지 종(鍾)의 하부(下部)만이 잔존(殘存)하고 있어 

이를 근거(根據)로 살펴 보고자 한다. 현재(現在) 남아 있는 부분(部分)에서는 명문(銘

文)을 발견(發見)할수 없으며 종신(鍾身)에 2구(軀)의 비천상(飛天像)이 운하(雲下)의 연

화좌(蓮花座)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여 천의(天衣)를 날리며 비천(飛天)하는 상(像)으

로서 1구(軀)는 횡적(橫笛)을, 또 1구(軀)는 생(笙)을 주락(奏樂)하는 상(像)으로 양각

(陽刻)되어 있다. 당좌(幢座)는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과 유사한 당좌(幢座)로서 중앙

(中央)에 팔판소문(八瓣素紋)의 연화문(蓮花紋)을 두고 그 주위에 인동당초문(忍冬唐草

紋)을 돌렸고 또한 바깥 부분(部分)에는 섬세한 연주문대(連珠紋帶)를 돌리고 있는 원형

당좌(圓形幢座)이다.

하대(下帶)인 구연대(口緣帶)에는 상하단(上下段)에 연주문대(連珠紋帶)를 조식(彫飾)

하고 중앙(中央)의 주문대(主紋帶)에는 당초문(唐草紋)으로 양각조식(陽刻彫飾)하여 있

다. 특히 주목(注目)되는 점은 당좌(幢座) 2개소(個所)와 비천상(飛天像) 2개소(個所)의 

각(各) 하부(下部)에 4個의 당좌(幢座)와 동일(同一)한 원형문(圓形紋)을 주문대(主紋帶) 

속에 첨가 배치(配置)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법(手法)은 성덕대왕신종하대(聖德

大王神種下帶)에서 보이는 양식(樣式)이다. 전체적(全體的)인 양식(樣式)과 수법(手法)등

으로 미루어 볼 때 선림원종(禪林院鍾)과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 할 수 있어 역시 9세

기경(世紀頃)에 속하는 작품(作品)이 아닌가 생각된다.註10

③ 광명사소장신라동종(光明寺所藏新羅銅鍾)(圖版13)

소재지(所在地) : 일본국도근현대원군가무정대죽(日本國島根縣大原郡加茂町大竹)

크  기 : 고(高) 88cm, 구경(口徑) 51cm

본종(本種)은 견대(肩帶)와 하대(下帶)의 문양(紋樣)이 각각(各各) 다른 것으로서 견대

(肩帶)의 주문대(主紋帶)는 와문(渦紋)을 반복 연속하여 간단하게 처리(處理)한 당초문

(唐草紋)으로 조식(彫飾)되어 있고 이와 반대(反對)로 하대(下帶)는 반원권(半圓圈)을 

중심(中心)하여 문양대(紋樣帶)를 연속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반원권문양대(半

圓圈文樣帶)는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이나 선림원동종(禪林院銅鍾)과 유사한 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반원권문양(半圓圈文樣)은 같은 형태(形態)를 반복 연속시키고 있

는 점에 비(比)해 본종(本種)은 2個의 다른 반원권(半圓圈)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반원권(半圓圈)을 중심(中心)한 문양처리방법(紋樣處理方法)은 공통(共通)

되나 하나는 주문(主紋)을 와문(渦紋)의 혼합형으로 쓰고 있는 반면 타(他)의 주문(主

紋)은 천인상(天人像)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2個의 다른 와문대

(渦紋帶)를 교호(交互)로 배치(配置)한 것이 타범종(他梵鍾)에서는 볼수 없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좌(幢座)는 2개소(個所)에 배치(配置)되어 있는 바 15판(瓣)의 연화

문(蓮花紋)으로 처리(處理)하고 주위에는 당초문대(唐草紋帶)로 또한 처리(處理)하고 있

는 것이 흥미있는 것으로 본다. 註11 이와 유사한 당좌(幢座)등은 역시 상원사동종(上院

寺銅鐘)에서 볼수가 있다. 그리고 유곽(乳廓)의 문양(紋樣)은 특수한 것으로 상방에는 

갑위(甲胃)를 걸친 천부(天部)의 입상(立像)을 양(兩)쪽에 배치(配置)하고 그 하부(下部)

에는 반원권내(半圓圈內)에 합장(合掌)한 동자(童子)의 좌상(座像)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리고 그 이외의 공간(空間)에는 당초문(唐草紋)으로 조식(彫飾)하고 있는 것이 또한 특

징이다. 이로 볼 때 유곽(乳廓)에는 갑위(甲胃)를 걸친 천부(天部)의 입상(立像)과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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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掌)하는 동자상(童子像) 그리고 당초문(唐草紋)으로 조식(彫飾)한 3가지를 볼 수 있

는 유곽(乳廓)을 갖고 있는 점이다.

종신(鍾身)에는 운상(雲上)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여 천의(天衣)를 날리며 비천(飛

天)하는 천인상(天人像) 각(各) 1구(軀)씩을 나타내고 있는 바 1구(軀)는 비파(琵琶)를 

또 다른 1구(軀)는 요고(腰鼓)를 치는 주락상(奏樂像)을 나타내고 있다.

④ 주길신사소장신라동종(住吉神社所藏新羅銅鍾)(圖版14, 26)

소재지(所在地) : 일본국산구현하관시일궁정주길신사(日本國山口縣下關市一宮町住吉

神社)

크  기 : 고(高) 142cm, 구경(口徑) 78.5cm

 본종(本種)은 신라종(新羅鍾)의 용뉴부분(龍鈕部分)을 제대로 갖춘 흥미있는 종(鍾)

이며 견대(肩帶)와 하대(下帶)에는 동일(同一)하게 세잔한 연주문대(連珠紋帶)를 돌리고 

그 내부(內部)에 반재육화형(半載六花形)을 배치(配置)하고 각 육화형(六花形)의 내부

(內部)에는 팔판(瓣)의 연화문(蓮花紋)을 또한 조식(彫飾)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깥은 류운문(流雲紋)으로 채우고 있고 또한 각(各) 반육화형(半六花形)의 공간(空間)

에도 류운문(流雲紋)으로 채우고 있다.

유곽대(乳廓帶)는 특수하게 변형된 당초문(唐草紋)으로 나타내고 있고 9유(乳) 역시 연

화좌(蓮花座)에 돌기(突起)된 유두(乳頭)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당좌(幢座)는 종신(鍾身)에 

2객(客)를 배치(配置)하고 있으며 중심부(中心部)에는 6엽(葉)의 연판(蓮瓣)으로 처리(處

理)하고 그 외부(外部)에 류운문(流雲紋)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註12

비천상(飛天像)은 4구(軀)가 배치(配置)되어 있는 바 그 자세는 전부(全部) 동일(同一)

한 것으로 천의(天衣)를 날리면서 구름을 타고 비천(飛天)한는 상(像)이 아니라 반대(反

對)로 하강(下降)하는 상(像)으로 되어 있어 타(他) 신라종(新羅鍾)들의 비천상(飛天像)

에 비(比)하면 모두가 천상(天上)으로 비천(飛天)하는 상(像)이나 여기서 보이는 천인상

(天人像)은 반대(反對)로 하강(下降)하는 것이 또한 주목(注目)되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⑤ 운수사소장신라동종(雲樹寺所藏新羅銅鍾)(圖版 15, 27)

소재지(所在地) : 일본국도근현안래시청정정운수사(日本國島根縣安來市淸井町雲樹寺)

크  기 : 고(高) 75.3cm, 구경(口徑) 44cm

본종(本種) 역시 신라종(新羅鍾)에서 보이는 용뉴(龍鈕)k를 구비한 종(鍾)으로 견대

(肩帶)와 하대(下帶)의 문양(紋樣)을 보면 연주문대(連珠紋帶)를 시문(施紋)하 고 그 

연주문대(連珠紋帶)의 곳곳에 4판화문(瓣花紋)을 배치(配置)하고 있다.

특히 견대(肩帶)의 주문양대(主紋樣帶)에는 천의(天衣)를 옆으로 날리며 마주보고 비

천(飛天)하는 비천상(飛天像)으로 처리(處理)하고 여타의 공간(空間)에는 운문(雲紋)과 

화문(花紋)을 배치(配置)하 다. 그러나 하대(下帶)는 견대(肩帶)와 동일(同一)하게 외곽

(外郭)에 연주문대(連珠紋帶)로 처리(處理)한 수법(手法)이나 주문(主紋)을 이룬 내부(內

部)의 문양대(紋樣帶)는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 선림원동종(禪林院銅鍾)등에서 보이는 

반원권문양(半圓圈文樣)을 연속시켜 하대문양(下帶紋樣)의 주문양대(主紋樣帶)로 처리

(處理)하고 있고 그 반원권(半圓圈)은 외곽(外郭)과 중앙(中央), 내곽부(內廓部)로 3분

(分)하고 연주문(連珠紋), 반화문(半花紋), 보상문(寶相紋) 등으로 처리(處理)하고 있는 

것이 또한 주목(注目)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각반원권(各半圓圈)사이사이에는 당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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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草紋)으로 또한 조식(彫飾)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유곽(乳廓)부분

(部分)도 하대(下帶)의 주문대(主紋帶)와 유사한 문양(紋樣)을 응용하여 처리(處理)되어 

있고 그 내부(內部)에 6판(瓣)의 연화좌(蓮花座)로 9유(乳)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종신

(鍾身)의 비천상(飛天像)역시 운상(雲上)에 무릎을 꿇고 2구(軀)의 천인(天人)이 천의(天

衣)를 날리며 요고(腰鼓)와 횡적(橫笛)을 불면서 비천(飛天)하는 상(像)으로 조식(彫飾)

하고 있는 상태는 타(他) 동종(銅鍾)에 비(比)하여 몹시 그 선(線)이 유려하고 아름답게 

처리(處理)되어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당좌(幢座)는 다른 동종(銅鍾)에 비(比)하여 자방(子房)이 몹시 크게 처리(處理)한 외

곽(外郭)에 8판(瓣)의 연판문(蓮瓣紋)으로 처리(處理)하고 있다.註13

3. 문양비교(紋樣比較)

① 견대(肩帶)(상대(相對))문양(紋樣)

이상 필자(筆者)가 소개(紹介)하는 11점(點)의 동종(銅鍾) 가운데 명문(銘文)이 있는 

6점(點)과 명문(銘文)이 없는 5점(點)을 살펴본다며는 범종(梵鍾)들의 양식(樣式), 형태

(形態) 등의 시대적(時代的)인 연대(年代)는 서기(西紀) 700년대(年代)부터 서기(西紀) 

900년대(年代)까지에 속(屬)하는 범종(梵鍾)들인 것이다. 이 기간(期間)에 주(主)로 사용

(使用)하 던 범종(梵鍾)들의 주(主) 문양(紋樣)은 통계적(統計的)으로 보아도 반원권문

양(半圓圈文樣)을 사용(使用)하는 것이 주(主)된 문양(紋樣)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원권

내(半圓圈內)의 세부적인 문양(紋樣)의 차이점은 있으나 주(主) 문양(紋樣)의 처리(處

理)는 어디까지나 반원권(半圓圈)이 중심(中心)이 되며 11점(點)의 범종중(梵鍾中) 명문

(銘文)이 있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상궁신사소장(常宮新社所藏)의 신라동종(新

羅銅鍾) 그리고 실상사파종(實相寺破鍾), 운수사소장신라동종(雲樹寺所藏新羅銅鍾), 광

명사소장신라동종(光明寺所藏新羅銅鍾), 공주박물관소장동종(公州博物館所藏銅鍾) 등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전부(全部)가 반원권문양대(半圓圈文樣帶)를 주(主) 문양대(紋樣

帶)로 처리(處理)한 점이다. 단지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만이 특수하게도 실상당초

문(實相唐草紋)으로 주문양대(主紋樣帶)를 이룬 것은 같은 연대(年代)에 속(屬)하는 종

(鍾)들에서는 볼 수 없는 주목(注目)되는 점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와 같은 문양(紋樣)

은 고려초엽(高麗初葉)에 속(屬)하는 통화이십팔년명(統和二十八年銘) 천흥사동종(天興

寺銅鍾)(圖版 16, 17)에서 보이고 있다. 일설(一說)에 의(依)하면 신라시대(新羅時代)의 

금속공예품(金屬工藝品)에 사용(使用)된 보상화문(寶相花紋)과 당초문(唐草紋)은 7세기

(世紀)서부터 사용(使用)되기 시작(始作)하여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 전

반적(全般的)으로 사용(使用)되었다고도 하나註14 이는 좋은 의견(意見)을 제시하 다고 

본다. 물론 당초문(唐草紋)의 기원(起源)은 AD 5세기경(世紀頃)에 속(屬)하는 고려고분

벽화(高麗古墳壁畵)에서부터 시작(始作)하여 고려(高麗)시대(時代)까지 벽화(壁畵)나 와

당(瓦當)․전(塼)등과 불상(佛像)의 광배(光背), 일반(一般)금속공예품(金屬工藝品) 등에

서 보이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② 유곽(乳廓)의 문양(紋樣)

이 역시 견대문양(肩帶紋樣)과 동일(同一)하게 반원권문양대(半圓圈文樣帶)를 주(主) 

문양대(紋樣帶)로 사용(使用)하고 있으며 여타 몇 점(點)만이 보상당초문(寶相唐草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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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상(天人像), 천부상(天部像), 화문(花紋) 등으로 조식(彫飾)하고 있는 것이 주목(注

目)될 뿐이다.

③ 하대(下帶)(구연대(口緣帶))문양(紋樣)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실상사파종(實相寺破鍾), 상궁신사소장신라동종(常宮新

社所藏新羅銅鍾)등에서는 실상당초문(實相唐草紋)과 파상문(波狀紋)을 사용(使用)하고 

있을 뿐 나머지 범종(梵鍾)의 하대문양(下帶紋樣)은 역시 견대(肩帶)나 유곽대(乳廓帶)

의 문양(紋樣)과 동일(同一)하게 반원권문양(半圓圈文樣)을 주문양대(主紋樣帶)로 사용

(使用)하고 있다. 주문양대(主紋樣帶)의 내부(內部)에 주락상(奏樂像), 보살상(菩薩像), 

연판문(蓮瓣紋), 당초문(唐草紋), 류운문(流雲紋)등을 사용(使用)하는 세부적(細部的)인 

문양(紋樣)의 차이는 있으되 주문(主紋)을 이루는 문양(紋樣)은 반원권문양(半圓圈文樣)

이 중심(中心)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수하다.

④ 비천상의 형상(飛天像의 形像)(圖版 18, 28)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의 비천상(飛天像)은 공후(箜篌)와 우생(竽笙)을 주락(奏樂)하

는 주락상(奏樂像).

국부팔번사소장신라동종(國府八幡社所藏新羅銅鍾)의 비천상(飛天像)은 횡적(橫笛)과 

장고(長鼓)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의 비천상(飛天像)은 합장(合掌)공양하는 비천상(飛天像)

선림원종(禪林院鍾)의 비천상(飛天像)은 횡적(橫笛)과 장고(長鼓)를 치는 비천상(飛天像)

상궁신사소장신라동종(常宮新社所藏新羅銅鍾)의 비천상(飛天像)은 장고(長鼓)를 치는 

비천상(飛天像)

우좌팔번궁소장신라동종(宇佐八幡宮所藏新羅銅鍾)의 비천상은 장고(長鼓)를 치는 비

천상(飛天像)

공주박물관(公州博物館)동종의 비천상(飛天像)은 주락상(奏樂像)과 합장상(合掌像)

실상사파종(實相寺破鍾)의 비천상(飛天像)은 생(笙)과 횡적(橫笛)을 주락(奏樂)하는 

비천상(飛天像)

광명사소장신라동종(光明寺所藏新羅銅鍾)의 비천상(飛天像)은 비파(琵琶)와 요고(腰

鼓)를 주락(奏樂)하는 비천상(飛天像)

운수사소장신라동종(雲樹寺所藏新羅銅鍾)의 비천상(飛天像)은 횡적(橫笛)과 요고(腰

鼓)를 주락(奏樂)하는 비천상(飛天像)

주길신사소장신라동종(住吉神社所藏新羅銅鍾)의 비천상(飛天像)은 하강(下降)하는 비

천상(飛天像)

이상(以上)의 비천상(飛天像)을 살펴 볼 때 주길신사소장신라동종(住吉神社所藏新羅銅

鍾)의 비천상(飛天像)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10점(點)의 비천상(飛天像)은 운하(雲下)

에 무릎을 꿇거나 세우고 또한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상태로 천의(天衣)를 날리며 주락

(奏樂)하는 비천상(飛天像)으로 처리(處理)한 것이 공통(共通)의 주목(注目)되는 점이다. 

고려(高麗)시대(時代)에 이르러서는 천흥사동종(天興寺銅鍾)을 제외(除外)한 지금까지 

발견(發見)된 동종(銅鍾)의 천인상(天人像)은 대부분 운상(雲上)의 연화좌(蓮花座)에 1

구(軀)의 좌상(座像) 또는 삼존(三尊)의 좌상(座像)으로서 천개(天蓋)를 구비한 보살상

(菩薩像)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비천상(飛天像)과 혼합하여 나타내고 있는 반면, 신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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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新羅銅鍾)에서는 전부(全部)악기를 들고 주락(奏樂)하는 상(像) 아니면 합장(合掌)하

여 공양(供養)하는 상(像)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 신라동종(新羅銅鍾)의 비천상(飛天

像)에서 보는 중요(重要)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의 비

천상(飛天像)에서 보이는 주락상중(奏樂像中) 공후(箜篌)를 주락(奏樂)하는 상(像)은 유

일하게 이 종(鍾)에서만 보이는 중요(重要)한 것으로 다른 금속공예품(金屬工藝品)이나 

와당(瓦當) 전(塼) 등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이 동양악기(東洋樂器)의 일종

(一種)인 비파(琵琶)를 타는 조식형상(彫飾形像)은 흔히 볼수 있으되 공후(箜篌)를 주락

(奏樂)하는 것은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후

(箜篌)자체의 악기(樂器)는 중앙(中央)아세아(亞細亞)에서부터 기원(起源)되어 서(西)유

럽과 중국(中國) 한국등(韓國等)으로 전래註15되었다는 설(說)이 있는 바 이로써 우리 

신라인(新羅人)들도 서역(西域)과 상당한 기간(期間) 교류(交流)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

게 되는 중요(重要)한 자료(資料)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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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1] 상원사 동종(上院寺 銅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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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1-1
 

[圖版2] 상원사 동종견대, 유곽, 하대(上院寺 銅鍾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

 
[圖版3] 국부팔번사소장동종 견대, 유곽, 하대(國府八幡社所藏銅鍾 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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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4]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圖版5] 성덕대왕신종 견대, 유곽, 하대(聖德大王神種 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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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3-1
 

[圖版6] 선림원지 정원 20년명 신라동종(禪林院址 貞元 20年銘 新羅銅鍾)
 

[圖版7] 선림원지 정원 20년명 신라동종 견대, 유곽, 하대
(禪林院址 貞元 20年銘 新羅銅鍾 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

188



P124
 

[圖版8] 상궁신사소장 신라동종 견대, 유곽, 하대(常宮新社所藏 新羅銅鍾 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

 
[圖版9] 우좌팔번궁소장신라동종 견대, 유곽, 하대(宇佐八幡宮所藏新羅銅鍾 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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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5
 

[圖版10] 공주박물관소장신라동종(公州博物館所藏新羅銅鍾)
 

[圖版11] 공주박물관소장신라동종 견대, 유곽(公州博物館所藏新羅銅鍾 肩帶, 乳廓)
견대(肩帶)

 
유곽(乳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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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6
 

[圖版12] 실상사파종, 하대(實相寺破鍾, 下帶)
실상사파종(實相寺破鍾)

 
하대(下帶)

 
[圖版13] 광명사소장신라동종 견대, 유곽, 하대(光明寺所藏新羅銅鍾 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1
 

하대(下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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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7
 

[圖版14]주길신사소장신라동종 견대, 유곽, 하대(住吉神社所藏新羅銅鍾 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 

 
[圖版15] 운수사소장신라동종 견대, 유곽, 하대(雲樹寺所藏新羅銅鍾 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 
 

192



P128
 

[圖版16] 천흥사 동종(天興寺 銅鍾)
 

[圖版17] 천흥사동종 견대, 유곽, 하대(天興寺銅鍾 肩帶, 乳廓, 下帶)
견대(肩帶)

 
유곽(乳廓)

 
하대(下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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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9
 

[圖版18] 상원사 동종 비천상(上院寺 銅鐘 飛天像)
 

[圖版19] 국부팔번사 신라동종 비천상(國府八幡社 新羅銅鍾 飛天像)
 

[圖版20] 성덕대왕신종비천상(聖德大王神種飛天像)
 
[ 圖版21] 선림원동종비천상(禪林院銅鍾飛天像)
 
[ 圖版22] 상궁신사소장 신라동종비천상(常宮新社所藏 新羅銅鍾飛天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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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
 

圖版23] 우좌팔번궁소장 신라동종비천상(宇佐八幡宮所藏 新羅銅鍾飛天像)
 

[圖版24] 공주박물관소장 신라동종비천상(公州博物館所藏 新羅銅鍾飛天像)
 

[圖版25] 실상사파종비천상(實相寺破鍾飛天像)
 

[圖版26] 주길신사소장 신라동종비천상(住吉神社所藏 新羅銅鍾飛天像)
 

[圖版27] 운수사소장신라동종비천상(雲樹寺所藏新羅銅鍾飛天像)
 

[圖版28] 천흥사동종비천상(天興寺銅鍾飛天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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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化財大觀國寶篇 上院寺銅鐘 解說文參照

2) 坪井良平著 角川書店刊 「朝鮮鍾」國府八幡社所藏新羅銅鍾 解說文參照
3) 文化財大觀國寶篇 聖德大王神種 解說文參照.
4) 李弘稙 : 1955年 貞元 20年在銘 新羅梵鍾 朝鮮學報 7.

黃壽永 : 1963年 貞元 20年銘銅鍾分析 考古美術 4-3
5) 坪井良平著 角川書店刊 「朝鮮鍾」常宮新社所藏新羅銅鍾 解說文參照
6) 坪井良平著 角川書店刊 「朝鮮鍾」 宇佐八幡宮所藏新羅銅鍾 解說文參照
7) 金永培 : 1970年 淸州雲泉洞出土 金銅菩薩立像과 梵鍾에서 本種을 高麗時代 初葉으로 金銅立像 및 金釦와 同一

하게 推定하고 있음
8) 統和二十八年銘 聖居山 天興寺銅鍾의 統和二十八年은 A,D 1010年 高麗顯宗元年 庚戌에 해당되며 이때 鑄造된 

鍾으로 여기서 보이는 飛天은 各1軀式 飛天像으로 鍾身에 陽鑄되여 있고 그 形像은 두 무릎을 세우고 雲上에서 天

衣를 날리며 合掌하여 供養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黃壽永, 1967年 新羅實相寺鍾調査略報 考古美術 8-4의 解說參照.
10) 黃壽永 : 1967年 新羅實相寺 鍾調査略報(考古美術 8-4)에서 新羅興德王 3年(A,D 828年)에 實相寺가 洪 國師에 

依해 創建된 것으로 보아 本種도 寺刹創建과 同時 鑄造된 것으로 보고 있다.
11) 坪井良平著 角川書店刊 「朝鮮鍾」光明寺所藏新羅銅鍾 解說文參照
12) 坪井良平著 角川書店刊 「朝鮮鍾」住吉神社所藏新羅銅鍾 解說文參照
13) 坪井良平著 角川書店刊 「朝鮮鍾」 雲樹寺所藏新羅銅鍾 解說文參照
14) 1976年 9月1日刊 博物館新聞 2面 임 주 : 韓國의 裝飾紋樣 第6回 三國時代 金屬工藝에서 論하기를 寶相花紋의 

成立은 唐代 7世紀로 볼 수 있겠으며 우리나라에는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 全般的으로 나타나기 始作하여 高麗時

代에 와서 多樣하게 發展하여 各種 佛敎美術品에 쓰이게 되었다고 評하고 있다.

1975年 12月 美術資料 第18號 曺圭和 : 唐草紋樣의 系譜參照.
15) 註文化財管理局刊 張師勛 著 韓國樂器大觀 98-99페이지에서 箜篌에 對한 說明을 하고 있는 바 箜篌는 하프의 

총칭으로서 대체로 3鍾으로 區分할 수 있다. 즉 手箜篌와 臥箜 그리고 大箜篌와 小箜篌로 나누어진다. 手箜篌는 

第1鍾에 屬하며 古代 에급, 유태, 희랍등지에서 流行하던 것이 그후 페르샤 인도에 傳하고 여기서 東西로 전파되어 

東流한 것은 中國에 들어와 箜篌라 불리워지고 구라파로 들어간 건은 여러 가지로 변천하여 西洋하프를 보게 된 

것이라 한다. 또한 上院寺銅鐘의 箜篌는 이들 중 小箜篌에 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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