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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언(前 言)

  한국(韓國)에서는 일찍이 석조기술(石造技術)이 발달하여 탑상(搭像)을 비롯한 많은 

석조미술품(石造美術品)을 남겼으니 이러한 석조미술품(石造美術品)은 질(質)로 보거나 

양(量)으로 보거나 주목(注目)할만 하다. 이러한 성황(盛況)은 양질(良質)의 석재(石材)

가 풍부(豊富)히 생산된다는 자연적인 조건도 있으며 내구성(耐久性)이 있는 재료(材料)

를 택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한국(韓國)에서와 같이 다양(多樣)한 석조미술품(石造美術

品)을 제작한 나라도 드물다.

  또한 이러한 작품(作品)들이 뛰어난 조형미(造型美)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

(注目)된다. 한국(韓國)의 작품(作品)보다 규모에 있어서 큰 예(例)가 중국(中國)이나 인

도(印度)에 없지 않으나 한국(韓國)의 작품(作品) 같이 기술적(技術的)으로 뛰어나고 조

형적(造型的)으로 아름다운 작품(作品)은 드물며 더욱이 현존(現存)하는 석조미술(石造

美術)의 대다수가 불교적(佛敎的)인 작품(作品)이고 따라서 그 작품(作品)을 통하여 신

심(信心)이 그다지도 깊게 또 완벽하게 표출(表出)된 예(例)도 드물다. 이렇게 볼 때 한

국(韓國)은 과연 돌의 나라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한국(寒國)의 석조유물(石造遺物)을 일별할 때 그 대부분이 남한(南韓)에 있고 

북한(北韓)에 있는 예(例)는 매우 적을뿐 아니라 신라시대(新羅時代) 이전의 예(例)는 

극소수에 불과한 점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고구려(高句麗)는 

일찍이 문화가 가장 발달하 고 불교(佛敎)도 삼국중(三國中) 가장 먼저 수용(受容)하

으며 그 토(領土) 안에서도 많은 석재(石材)가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웅대(雄

大)한 고분(古墳)을 축조하고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같은 거대(巨大)한 석조물(石造

物)을 남겼으면서도 고구려(高句麗)에서 제작한 석조(石造)의 불교적(佛敎的) 유물(遺

物)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북한(北韓)의 석조미술품(石造美術品)에 대하여 등한시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고대(古代)에 생산된 미술품(美術品)이 원격(遠隔)된 동서양(東

西洋)의 지리적(地理的)인 거리(距離)에도 불구하고 왕왕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황차 지

리적(地理的)으로 인접하고 문화적(文化的)인 교류가 잦고 더욱이 불교(佛敎)라는 같은 

종교(宗敎)의 테두리 안에서 생산된 미술품(美術品)이 동질적(同質的)인 것이 분명함으

로 북한지역(北韓地域)에서 제작된 석조미술(石造美術)에도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이나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지내왔다. 물론 조형미술품(造形美術品)에 대하여는 실물(實

物)을 대하지 않고는 논의의 출발부터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각해 

124



버릴 수 없음은 그것이 우리와 같은 민족의 소산이오 북한(北韓)이 중국(中國)이나 일본

(日本)이 아닌 우리의 땅이오 또 현재 그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북한(北韓)에 소재하는 석조미술품(石造美術品)의 현상을 소상히 알 수 

없다. 광복(光復) 전(前)부터 알려졌던 것에 대한 안부(安否) 또는 광복(光復) 후(後)의 

새로운 발견례등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을 종합하여 관심을 표

명해 보는 것도 무의미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북한(北韓)의 석조미술품(石造美術品)을 보기로 한다.

  2. 석 탑(石塔)

  석탑(石塔)은 한국(韓國)에서 가장 주목되는 불교건축(佛敎建築)의 하나이다. 질(質)에 

있어서나 양(量)에 있어서나 동양불교국가(東洋佛敎國家) 중에서도 뛰어난 존재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수(數) 

1,000기(基)의 석탑이 건립되었고 현존한 것만도 1,000기(基)가 넘는다. 이러한 다수의 

석탑(石塔)은 시대(時代)를 따라 양식(樣式)을 달리 하 고 지역(地域)을 따라 조 의 

차(差)가 생기기도 하 다. 그런데 석탑(石塔)의 분포상태(分布狀態)를 보면 두 가지 점

에 주의를 끌게된다.

  하나는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 석탑(石塔)이 1기(基)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불교가 최초로 고구려(高句麗)에 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대(後代)의 석탑(石塔)

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 건립된 석탑(石塔)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음은 매우 이상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탑파(塔婆)의 유지(遺址)로서는 

문자왕(文咨王) 칠(七)년(499)에 건립되었다고 추정되는 대동군(大同郡) 청암리(淸岩里) 

사지(寺址)에서 탑지(塔址)로 보이는 팔각건물지(八角建物址)가 조사되었고 이곳에 세웠

던 탑파(塔婆)는 목탑(木塔)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고 석탑(石塔)은 유적(遺蹟)은 

물론 잔편(殘片)마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탑파(塔婆)의 

건립(建立)은 목탑(木塔)에서부터 시작되어 석탑(石塔)으로 재료(齋料)가 바뀌어 가는 

과정(過程)을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있어 백제(百濟)나 신라(新羅)에서는 뚜렷히 볼 수 

있으나 고구려(高句麗)의 경우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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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圖) 1. 정양사삼층석탑(正陽寺三層石塔)

 

  다른 한 가지는 지금의 휴전선(休戰線)을 경계로 하여 볼 때 북한(北韓)에 있는 석탑

(石塔)의 건립(建立) 예(例)가 남한(南韓)에 비해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남한(南韓)의 

석탑(石塔) 예(例)가 900여기(餘基)임에 비(比)해 북한(北韓)의 예(例)가 100여기(餘基)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北韓)의 지리적(地理的) 조건이 산악지대(山岳地帶)가 

많아 사원(寺院) 건립(建立)에 적당치 않은 지역(地域)이 많음을 감안 하드라도 너무도 

많은 차(差)가 있다. 그것도 어느 한 지역(地域)에 편중하여 분포 되어있음도 또한 주목

되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문제에 관하여는 앞으로 약간의 고찰(考察)을 가(加)해볼까 

한다.

  북한(北韓) 소재(所在)의 석탑(石塔)에 관하여 몇 가지 각도에서 고찰(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製作) 연대(年代)에 관하여 제작년대(製作年代)를 추정(推定)할 수 있는 63

예(例)의 연대구분(年代區分)은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5기(基)(도(圖) 1)

  고려시대(高麗時代) 56기(基)(도(圖) 2)

  조선시대(朝鮮時代) 2기(基)(도(圖)3)

  이러한 수에서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석탑(石塔)이 전무하다는 불가해(不可解)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88%가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석탑(石塔)이라는 사

실에는 어떠한 이유가 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 이유는 역시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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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圖) 2. 율리사팔각오층석탑(栗里寺八角五層石塔)(현재일본(現在日本))

 

즉 통일(統一) 후의 신라(新羅) 토(領土)는 비록 통일전(統一前)에 이미 멀리 함흥(咸

興), 이원(利原)지방에 까지 그 세력이 미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앙문화(中央文化)의 

향이 미처 조형적(造形的)인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지역은 그보다 훨씬 남쪽이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서해안(西海岸) 청천강(淸川江) 이북에 그 세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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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유점사구층석탑(楡岾寺九層石塔)

 

 

또 5기(基)의 라대(羅代) 석탑(石塔)이 모두 강원도(江原道) 준양군(准陽郡) 내(內)에 있

고 그 이북의 지역에는 없다는 점, 또는 서해안(西海岸)에서도 중부(中部) 이북(以北)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이러한 정치세력의 분포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한편 고려

시대에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함은 역시 토가 압록강(鴨綠江) 두만강(頭滿江) 까지 

확장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에 거론할 지역별(地域別) 

분포상항과 대조하면 더욱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북한(北韓)의 석탑(石塔) 114기(基)를 지역별(地域別)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개성지구(開城地區) 14기(基)(도(圖) 4)

  황해지구(黃海地區) 34기(基)(도(圖) 5)

  평양지구(平壤地區) 4기(基)

  평남지구(平南地區) 22기(基)(도(圖)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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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현화사구층석탑(玄化寺九層石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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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해주빙고(海州氷庫)앞 오층석탑(五層石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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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보현사구층석탑(普賢寺九層石塔)

 

  평북지구(平北地區) 10기(基)

  강원지구(江原地區) 38기(基)(5기(基)는 라대(羅代))

  함남지구(咸南地區) 2기(基)

  이 분포상항을 보면 고려(高麗)의 수도(首都)인 개성(開城)에서 황해도(黃海道)를 거

쳐 평양(平壤)을 중심(中心)한 평남지방(平南地方)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된 수가 65%를 

차지하며 강원도(江原道)가 25% 한반도(韓半島)의 북단(北端)인 평북(平北)과 함남(咸

南)에는 12기(基) 뿐이고 함북(咸北)에는 1기(基)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개성(開城)이 

고려(高麗)의 수도(首都)이어서 문화(文化)의 중심지(中心地) 다는 사실, 고려조(高麗

朝)에서 서경(西京)을 중시(重視)하 다는 사실 또한 강릉지방(江陵地方)이 신라(新羅)

고려(高麗)를 통(通)하여 중요시(重要視)하던 지방(地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다.

  즉 고대(古代)에 있어 한 국가(國家)의 문화(文化)가 수도(首都)를 중심(中心)으로 개

화(開花)한다는 사실은 다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서경(西京)은 신라시대(新羅

時代)에 이미 그의 세력권(勢力圈) 내(內)에 들어 있었으나 신라시대(新羅時代)에는 그

다지 중요시하지 않아서 구주(九州) 오경(五京)의 지방제도(地方制度)를 보드라도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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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黃海道) 평안도지방(平安道地方)은 오히려 강원도지방(江原道地方) 보다도 경시(輕

視)하 으나 고려시대(高麗時代)가 되면서 비로소 서경(西京)을 중시(重視)하게 되었고 

따라서 황해도(黃海道) 지방(地方)도 지방행정상(地方行政上)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개성(開城)-황해도(黃海道)-평양(平壤)으로 연결되는 문화(文化)의 전파 그리고 평양

(平壤)을 중심으로 평남도(平南道) 일원으로의 확산(擴散)은 곧 이 지역(地域)에 분포된 

석탑(石塔)의 수가 북한(北韓) 소재(所在) 석탑(石塔)의 반(半) 이상을 차지한 이유의 배

경이 될 것이다.

  한편 강원도(江原道) 지방(地方)에의 집중적인 분포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는  지방행정상(地方行政上) 중요시하여 구주(九州)의 하나인 명주(溟洲)는 곧 강릉(江

陵)이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강릉(江陵)이 지방(地方) 호족(豪族)의 일중심지(一中

心地) 다는 사실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층급별로 보면,

  3층탑(層塔) 24기(基)(도(圖) 7)

  5층탑(層塔) 40기(基)(도(圖) 8∼9)

  7층탑(層塔) 11기(基)(도(圖) 10)

  9층탑(層塔) 6기(基)(도(圖) 6)

  10층탑(層塔) 1기(基)

  13층탑(層塔) 1기(基)(도(圖) 11)

  다각탑(多角塔) 5기(基)(도(圖) 11)

  사자탑(獅子塔) 1기(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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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은율홍문리삼층석탑(殷栗紅門里三層石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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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은율홍문리오층석탑(殷栗紅門里五層石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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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명사팔각오층석탑(永明寺八角五層石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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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평양역전팔각칠층탑(平壤驛前八角七層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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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보현사팔각십삼층석탑(普賢寺八角十三層石塔)

 

이상에서 보면 오층(五層) 이상의 다층탑(多層塔)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석탑(石塔)의 층급(層級)을 보면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석탑(石塔)은 삼층

탑(三層塔)이 대종(大宗)을 이루고 오층(五層) 칠층(七層) 구층(九層)의 다층탑(多層塔)

의 수는 매우 적다. 그러나 고려시대(高麗時代)가 되면 다층탑(多層塔)이 느는 동시에 

다각탑(多角塔)이 비로소 건립된는데 이러한 변화는 북한(北韓)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오

층(五層) 칠층(七層) 구층(九層) 등의 다층탑(多層塔)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러한 경향은 지역별(地域別) 분포에서도 볼 수 있었던바와 같이 개경(開京)의 중앙문화

(中央文化) 가 황해도(黃海道)를 거쳐 서경(西京)으로 직결되는 상황과도 일치하니 오층

탑(五層塔)의 경우 총 40기(基)중 23기(基)가 황해도(黃海道)에서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말하는 것이고 또 고려시대(高麗時代) 석탑(石塔)의 특수형으로서 육각(六角) 팔각

(八角) 등의 다각탑이 5기(基)가 있는 바 그 중 4기(基)가 평양(平壤) 또는 이에 인접된 

대동군(大同郡) 내(內)에 있다는 사실도 고려시대(高麗時代)에 개경(開京)과 서경(西京)

이 문화적으로 직결되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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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 도 (浮屠)

 

  부도(浮屠)는 승려(僧呂)의 묘탑(墓塔)으로서 선종(禪宗)이 유행하던 고려시대(高麗時

代)에는 특히 우수한 예(例)를 많이 남겼다. 부도(浮屠)는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건립

되었고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과 석종형(石鐘形)이 대종(大宗)을 이룬다. 남한(南韓)에

서도 라대(羅代)의 부도(浮屠)는 10기 미만이며 여대(麗代)에 이르러 크게 개화(開花)되

었다가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석종형(石鐘形)의 퇴화(退化)된 부도(浮屠)가 건립되었

으나 그나마도 여대(麗代)에서와 같이 탑비(塔碑)를 수반하는 예(例)가 거이 없어서 사

찰(寺刹) 경내에 10기(基) 20기(基)씩 마치 공동묘지(共同墓地) 같이 군집(群集)해 있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北韓)에서도 동일하여 신라시대(新羅時代)의 부도(浮屠)는 없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作)으로 대찰(大刹)을 중심으로 수기(數基)가 전하며 거의 전

부가 퇴화(退化) 석종형(石鐘形)의 조선시대(朝鮮時代) 부도군(浮屠群) 들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구문선산(九門禪山)의 하나인 해주(海州) 광조사(廣照寺)에는 진철

대사비(眞撤大師碑)가 남아 있으나 대사(大師)의 부도(浮屠)인 보월승공탑(寶月乘空塔)

은 없고 그 뒤를 이은 고승(高僧)들의 부도(浮屠)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

상은 남한(南韓)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北韓)에 현존(現存)하는 부도(浮屠)로서 볼 만한 것은

  화장사지공정혜 조탑(華藏寺指空定慧靈照塔)(개성시(開城市))(도(圖) 12)

  화장사동남봉부도(華藏寺東南峰浮屠)

  안심사지공나옹사리석종(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鍾)(보현사서(普賢寺西))

  불일사사리탑(佛日寺舍利塔)(장단군(長단郡))

  신광사부도(神光寺浮屠)(해주(海州))(도(圖)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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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화장사지공정혜령조탑(華藏寺指空定慧靈照塔)

 

도 13. 신광사부도(神光寺浮屠)

 

등을 들 수 있을 뿐이다. 대개 석종형(石鐘型)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 말기(末期)에 속

하는 예들이다. 역시 개경(開京)을 떠나서는 명찰(名刹)이 드물었던 탓으로 보인다.

 

  4. 석불(石佛)

  석조불상(石造佛像)도 석탑과 마찬가지로 남한(南韓)의 예(例)에 비하여 원각불(圓刻

佛) 마애불(磨崖佛)불감(佛龕) 모두 매우 빈약한다. 광복(光復) 전(前)까지 비공식(非公

式)으로 조사된 수는 파불(破佛)을 합하여 350여구(餘軀)에 지나지 않고 그 후 새로히 

발견 되었다 하드라도 400구(軀) 정도일 것이니 남한(南韓)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증 1m 미만인 석불(石佛)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며 3m 이상인 대작(大作)은 부과 이십

구(二十軀) 밖에 안된다. 그것도 조각 자체가 우수한 것은 매우 드물고 그뿐 아니라 풍

화되거나 두부(頭部)가 결실되는 등 손상이 많다. 이들 석불(石佛)을 통관(通觀)하고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北韓)의 석불(石佛)은 대부분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作)이고 신라시대(新羅

時代)의 작품(作品)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탑(石塔)과도 상통(相通)하여 백

제(百濟) 신라(新羅) 등 삼국기(三國期)의 매우 우수하고 대형(大形)의 석불(石佛)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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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고구려(高句麗)의 석불(石佛)이 일구(一軀)도 남아 있지 않은 점은 고사하고라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작품(作品)도 없음은 역시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석조(石造)의 건축(建築)이나 조각(彫刻)이 고분축조(古墳築造)에 비해 현저하게 뒤져 

있었음이 분명하나 그다지 많은 석조분묘(石造墳墓)를 구축(構築)하 고 그 중에는 우

수한 조각마저 가(加)해져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이유를 밝히기 어려우며 통일신라시대

(統一新羅時代)에는 역시 문화적(文化的)인 향이 북방(北方) 깊숙히까지 미치지 않았

던 까닭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고려시대(高麗時代) 작품(作品)이라는 점은 역

시 석탑(石塔)에서와 같이 북한지역(北韓地域)이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와서 정치적(政

治的)으로나 문화적(文化的)으로나 그 향권이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황해도(黃

海道)와  평남(平南)에 전체 수의 약 68%가 있다는 사실 또는 황해도(黃海道) 신천군

(信川郡)과 벽성군(碧城郡)에는 높이 3m를 넘는 분명한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석불(石

佛)이 있으며 금천군(金川郡)에는 철불(鐵佛)이 있고 평남(平南)에는 2m가 넘는 석불

(石佛)이 8구(軀)나 있으며(도(圖) 14) 평북(平北) 변군(寧邊郡)에는 분명히 고려시대

(高麗時代) 형식(形式)을 따른 대마애불(大磨崖佛)이 있는 등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

고 있다고 할수 있다.

 

도 14. 용강양원리석불(龍岡兩院里石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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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정(前程)에서 분명히 고려시대(高麗時代) 형식(形式)을 따른 석불(石佛)이 황해도

(黃海道) 신천군(信川郡)재 군(在寧郡)벽성군(碧城郡)에 있다는 말을 하 는데 이에 대

하여 잠시 언급(言及)할 필요가 있다. 그 형식(形式)은 곧 석불(石佛) 두정(頭頂)에 관형

(冠形)의 별석(別石)을 얹는 것이다. 그 형식이 보살(菩薩)의 보관(寶冠)의 변형(變形)이

라고 볼 수 있으나 왕왕 라대(羅代)에 조성(造成)된 여래상(如來像)에도 있음은 그 별석

(別席)이 흔히  석등(石燈) 개석(蓋石)을 이용하고 있다는점에서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와서 당대(當代)의 유행(流行)을 따라 유리되어 있는 적당한 타구조물(他構造物)의 석재

(石材)를 부가(附加)한 것으로 보인다. 신천군(信川郡)재 군(載寧郡)벽성군(碧城郡) 등

의 석불(石佛)의 제작년대(製作年代)를 분명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원형(圓形)과 팔각

(八角)의 두관(頭冠)이 있고 이들이 모두 입상(立像)이라는 점에서, 또는 지역적(地域的)

인 위치(位置)를 감안하여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作)일 가능성이 짙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형식을 따른 석불(石佛)은 마애불(磨崖佛)에도 있으나 이 예

(例)는 후정(後頂)에서 언급(言及)하기로 한다.

  4. 다음에 주의되는 점은 암굴내(岩窟內)에 봉안(奉安)된 예(例)가 많다는 점이다. 사

실 어떠한 암굴(岩窟)에 어떠한 상태로 안치(安置)되었는지 또는 그 석불(石佛)이 원래

부터 암굴 (岩窟) 안에 봉안(奉安)되었던 것인지 또는 후대(後代)에 어떠한 목적(目的)

이 있어 봉안(奉安)된 것인지 말하자면 그 암굴내(岩窟內) 석불(石佛)이 과연 석굴사원

(石窟寺院) 같은 성격이 있는것인지 또는 무속(巫俗) 같은 것과의 연관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는 밝힐 자료가 없으나 남한(南韓)에도 소규모(小規模)의 암굴(暗窟) 속에 작은 

석불(石佛)을 안치(安置)한 예(例)가 있음으로 만약 그러한 예(例)라고 한다면 소수(小

數)가 아닌 10구(軀) 20구(軀)씩 봉안(奉安)된 사실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이지 않을 수 

없다. 개풍군(開豊郡) 관음사(觀音寺) 인근의 암굴(岩窟) 속에 관음보살반가상(觀音菩薩

半跏像) 이구(二軀)가 봉안(奉安)된 점을 보면 려대(麗代)에 이러한 식의 암굴내(岩窟

內) 봉안(奉安)이 유행(流行)한 결과인지 또는 이 두 상(像)을 조선초기(朝鮮初期)부터 

신라(新羅)의 달달박박(달달朴朴)과 노혜부득(弩혜夫得)의 상(像)이라고 전(傳)하여 오

는 식의 생각이 작용한 결과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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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관음사석조관음보살반가상(觀音寺石造觀音菩薩半跏像) 기일(其一)

 

도 16. 관음사석조관음보살반가상(觀音寺石造觀音菩薩半跏像) 기이(其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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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용천구읍다문천공작명왕상(龍川舊邑多聞天孔雀明王像) 및 석수(石獸)

 

  5. 전정(前頂)의 관음사보살가상(觀音寺普薩跏像) 이구(二軀)(도(圖) 15 16)는 북한(北

韓)에 있는 반가석상(半跏石像)으로서는 유일(唯一)한 예(例)가 아닐까 한다. 이 이구(二

軀)는 거의 동일한 형식(形式)으로서 높은 화관(花冠) 정면에 화불(化佛)이 있고 두발

(頭髮)은 두 어깨를 덮었으며 미인형(美人型) 상호(相好)에 장신구가 화려하여 무릎까지 

늘어졌고 대좌(臺座)는 자연암석을 그대로 이용하 다. 이 보살상(菩薩像)은 관음보살

(觀音菩薩)로 보이며 반가(半跏)의 자세나 조각양식(彫刻樣式)으로 보아 려대(麗代) 조

성(造成)으로 추정(推定)되는 등 남한(南韓)에서도 드물게 보는 려대(麗代) 반가석상(半

跏石像)으로서 귀중한 예이며 이 반가상(半跏像)이 개경(開京)부근에 존재 한다는 사실

도 주의된다.

  6. 끝으로 석조(石造)의 사천왕상(四天王像)과 명왕상(明王像)에 관해서이다. (도(圖) 

17) 이들 두 상(像)은 평북(平北) 용천(龍川) 구읍(舊邑)의 구읍성(舊邑城) 북문(北門) 

밖에 있으며 일정시(日政時) 보물 제 144호로 지정(指定)되었었다. 먼저 사천왕상(四天

王像)은 라(螺)발(髮)의 머리에 높은 육계(肉계)가 있다. 상호(相好)는 장방형(長方形)이

고 코와 입이 크고 특히 입 가에는 미소를 띤 듯이 표현되었으나 그로 해서 오히려 사

천왕(四天王)으로서의 성격(性格) 표현에 실패하 다. 어깨는 넓고 무릅까지 내려오는 

갑옷을 입었으나 약간의 문양이 있을 뿐 거의 원통형이 되어 운동감이 없다. 두 팔은 

몸집에 비하여 가늘고 오른 손은 배 앞에 대고 왼손은 가슴 앞에 들어서 보탑(寶塔)을 

받들고 있다. 두 다리는 약간 벌려서 직립(直立)하 고 다리 사이에 두가닥 옷끈 같은 

것이 느러져 있다. 대좌(臺座)는 약간 가공한 자연암석 일석(一石)으로 만들었다. 따라

서 이 사천왕상(四天王像)은 다문천상(多聞天像)임이 분명하다.

  다문천상(多聞天像) 석측(石側)에 원규형(圓圭形) 좁은 판석(板石)에 양각(陽刻)한 공

작명왕(孔雀明王)이 있다. 면상(面相)은 둥 고 상호(相好)의 표현은 다문천상(多聞天

上)과 유사하다. 석수(石手)는 옆에 느러뜨리고 좌수(左手)로는 앞에서 방함(方函) 같은 

것을 들고 머리 위에는 깃털이 나 있으며 가슴을 크게 내 고 서 있어 그 높이가 석판

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능히 명왕(明王)을 태우고도 남을만한 당당한 몸짓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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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孔雀) 좌우로는 두 줄 웃자락이 느러졌고 대좌(臺座)는 다문천상(多聞天像)에서와 같

이 약간 가공한 자연석일석(自然石一石)으로 만들었다.

  이 두상(像)의 크기는 다문천(多聞天) 2.82m, 공작명왕(孔雀明王) 3.03m의 대작(大作)

일 뿐 아니라 남한(南韓)에는 이러한 작예(作例)가 없다. 사천왕석상(四天王石像)은 경

주석굴암(慶州石窟庵)을 비롯하여 운문사(雲門寺) 등 수예(數例)가 있으나 이와 같은 원

각상(圓刻像)은 없고 더욱이 공작명왕(孔雀明王)의 작예(作例)는 없다 이 외에 평북(平

北) 의주군(義州郡) 고성면(古城面) 정주동(汀洲洞)에도 다문천상(多聞天像)과 공작명왕

(孔雀明王)의 석상(石像)이 있으며 형상(形狀)이나 크기가 용천(龍川)의 상과 거의 동일

하다고 한다.

  이 양상(兩象)은 그 수법(手法)으로 보아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作)으로 보이나 남

한(南韓)에 없는 이러한 특이(特異)한 조상(彫像)이 평북(平北) 깊숙한 곳에 있다는 점

은 매우 주목되나 어찌하여 이러한 상(像)이 조성(造成)되었는지 사상적(思想的)인 배경

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양상(兩象)의 현위치(現位置)가 원위치(原位置)인지 

또는 용천상(龍川像)과 의주상(義州像)과 상호(相互)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與否)도 밝

혀져야 할 것이다.

  다음 마애불(磨崖佛)도 남한(南韓)에서의 작예(作例)와 비교하면 질(質)에 있어서나 

양(量)에 있어서나 모두 멀리 미치지 못한다. 남한(南韓)에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 백

제(百濟)고신라(古新羅)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이르기까지지 거대(巨

大)하고도 우수한 마애불(磨崖佛)을 곳곳에서 볼 수 있으나 북한(北韓)의 경우는 10예

(例)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먼저 크기로 보면 강원도(江原道) 금강군(金剛郡) 내강리(內剛里)의 묘길상(妙吉祥)

(도(圖) 18)은 남북한(南北韓)을 통(通)하여 거작(巨作)에 속하는 상(像)이다. 높이 15m

에 달하며 아마도 이만한 거작(巨作)은 남한(南韓)에서도 그다지 흔하지 않다. 다음으로

는 평북(平北) 변군(寧邊郡)에 약 6m의 높이의 마애불(磨崖佛)이 있으며 강원도(江原

道) 철원군(鐵原郡)에도 높이 약 3m의 마애불(磨崖佛)이 있다. 마애불(磨崖佛)은 남한

(南韓)에서는 많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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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묘길상마애아미타여래상(妙吉祥磨崖阿彌陀如來像)

 

  분포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알수 있는 마애불(磨崖佛)인

  개풍군(開豊郡) 남면(嶺南面) 총지동(摠持洞) 마애불(磨崖佛)(도(圖) 19)

  금강군(金剛郡) 내강리(內剛里) 사선게 묘길상(妙吉祥)

  철원군(鐵原郡) 북면(北面) 용학리(龍鶴里) 고암산(高岩山) 마애불(磨崖佛) (1)

  동(同)리(里) 고암산(高岩山) 마애불(磨崖佛) (2)

  변군(寧邊郡) 읍내면(邑內面) 서외성동(西外城洞) 마애불(磨崖佛)

등 5예(例) 중 3예(例)가 강원도(江原道)에 있고 그중 가장 큰 작품(作品)도 강원도(江

原道)에 있다. 이러한 분포상항은 석탑(石塔)이나 석불(石佛)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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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개성총지동마애불(開城摠持洞磨崖佛)

 

  끝으로 조성년대(造成年代)에 관해서이다. 금강산(金剛山) 묘길상(妙吉祥)과 개성(開

城) 총지동마대불(摠持洞磨崖佛) 은 사진을 통하여 조성년대(造成年代)를 추정할 수 있

어 모두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품(作品)이지만 다른 3예(例)는 매우 막연한 추정이지

만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作)이 아닐까 잠작될 뿐이다. 다만 변군(寧邊郡)의 1예

(例)는 암벽(岩壁) 위에 두부(頭部)를 따로 조각하여 올려 놓았다고 하니 그 양식이 안

동(安東) 니천동(泥川洞) 마애불(磨崖佛)이나 파주(坡州) 용미리(龍尾里) 마애불(磨崖佛)

과 상통하는 바 있어 아마도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주로 유행하던 형식(形式)임으로 이 

마애불(磨崖佛)이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일 가능성이 가장 짙다. 이러한 추정(推定)의 

결과 북한(北韓) 소재의 마애불(磨崖佛)이 모두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조성(造成)이라는 

점 또한 석탑(石塔)이나 석불(石佛)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끝으로 불감(佛龕)이 1예(例) 남아 있어 주목된다. 이불감(佛龕)은 남북한(南北韓)을 

통하여 몇 기(基) 안되는 예중의 하나이며 그 수법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되

고 있다.(도(圖) 20) 각면(各面)에 안상(眼象)이 조각된 넓은 8각 기석(基石) 위에 표리

(表裏)에 보살상(菩薩像)을 조각한 피석(피石) 4매(枚)를 한 면(面) 걸러서 세워 4면(面)

은 개방된 8각형(角形)을 만들고 감내(龕內)에는 각 면(面)에 비천(飛天)을 조각한 팔각

기석(八角基石) 위에 불상(佛像)을 안치(安置)하 으나 두부(頭部)는 없어졌다. 위에는 

팔각개석(八角蓋石)을 덮고 복발형(覆鉢形) 상륜(相輪)만 남아 있으나 지금은 다른 돌을 

더 올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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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명사팔각불감(永明寺八角佛龕)

 

  이 불감(佛龕)은 평양(平壤) 명사(永明寺)에 있으며 명사(永明寺)에는 우수한 팔

각오층석탑(八角五層石塔)이 남아있어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석조미술관(石造美術館)의 

향이 농후하게 미치고 있음음 알 수 있다.

 

  5.  석조조각(石造彫刻)

 

  여기서 석조조각(石造彫刻)이라고 하면 불교조각(佛敎彫刻) 이외의 조각을 말한다. 불

교조각(佛敎彫刻) 이외의 조각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이후에 유행한 능묘조각

(陵墓彫刻)이 주(主)가 되겠으나 북한(北韓)에는 고려시대(高麗時代) 이전의 능묘조각

(陵墓彫刻)은 하나도 없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조각도 망국(亡國) 후(後)의 방치(放

置), 동난(動亂)으로 인한 파괴 등으로 원형(原形)을 유지하고 있는 예는 겨우 현릉(玄

陵) 정릉(正陵) 정도이다(도(圖) 21,2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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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광종헌릉(光宗憲陵)

 

도 22. 칠릉동(七陵洞) 고려왕(高麗王) 제삼릉(第三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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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노국대장공주정릉(魯國大長公主正陵)

 

도 24. 공민왕현릉(恭愍王玄陵)

 

  1916년(年) 금서용씨(今西龍氏)는 고려왕릉(高麗王陵)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 으

나 그 때 이미 원형(原形)을 잃고 있었음은 물론 어느 왕(王)의 릉(陵)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 많을뿐 아니라 릉(陵)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당시의 상황은 

그 후 개선된 바 없고 오히려 동난(動亂)으로 인해 더욱 피해를 입었을 것이 당연히 예

상됨으로 금서용씨(今西龍氏)의 보고문(報告文)은 하나의 기록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라서 금서용씨(今西龍氏)의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고종(高宗) 4년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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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왕릉(王陵)과 유사한 분묘(墳墓) 또는 전칭왕릉(傳稱王陵)에 릉비(陵碑)를 세운 일이 

있어 그러한 왕릉(王陵)에 있는 석인(石人) 석수(石獸) 등의 조각을 포함해서 표를 만들

었다.

 

도 25. 현종선릉석인(縣宗宣陵石人)

 

150



<page 85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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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6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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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7 표(상)>

 

이 표를 통하여 고려시대(高麗時代) 왕릉(王陵)에 있는 석조조각(石造彫刻)의 대강을 짐

작할 수 있으며 신라시대(新羅時代) 릉묘조각(陵墓彫刻)에 비하여 현저히 뒤떠러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들 석인(石人)이나 석수(石獸)의 조각을 보면 먼저 석인(石人)은 신라(新羅) 이래의 

제도를 따라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 1쌍(雙)씩을 릉(陵) 앞에 세우는 것이 격식

이었던 듯 하다. 석인(石人)의 조각 수법은 매우 졸열하여 방주형(方柱形)에 두부(頭部)

와 의문(衣汶)을 조각하 을 뿐 문무인(文武人)의 구별조차 분명하지 않아 조선시대(朝

鮮時代) 석인(石人)과 비교하여도 떨어진다 (도(圖) 25) 그 중에서도 현릉(玄陵)과 정릉

(正陵)의 석인(石人)은 발군(拔群)의 걸작으로 자세(姿勢)규모(規模)세부(細部)의 표현

(表現)등 고려시대(高麗時代) 석인(石人) 조각(彫刻)의 대표(代表)이다(도(圖) 26,27).

  다음 석수(石獸)는 석호(石虎)와 석양(石羊)을 배치하는 것이 격식이었던 듯 하다. 이

들 석수(石獸) 중에는 석호(石虎)인지 석양(石羊)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대체

로 석호(石虎)는 앞다리만 세우고 앉아 머리를 들었고 석양(石羊)은 네 다리를 모두 세

우고 있는 듯 하나 조각은 석인(石人)과 한가지 졸열하다.

<page 87 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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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高麗時代) 릉묘(陵墓) 조각(彫刻)의 하나로 주목되는 것은 신라(新羅)이래 

유행하던 십이지상(十二支像)이다. 먼저 고려시대(高麗時代) 왕릉(王陵) 중에서 십이지

상(十二支像)이 조각된 14기(基)에 대해 표를 만들면 윗표와 같다.

  이상에서 보면 신라이래(新羅以來)의 형식인 수수인신(獸首人身)의 형식(形式)을 따르

고 있으나 현릉(玄陵)과 정릉(正陵)에서는 현실(玄室)에 십이지상(十二支像) 벽화(壁畵)

를 그렸음인지 무인상(武人像)을 조각한 점은 특이하며 좌상(坐像)이 생기고 손에 홀

(笏)을 들고 있는 등 신라(新羅)의 십이지상(十二支像) 에 비해 변화가 생기고 있다.

  끝으로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사자(石獅子)가 있다. 평북용천군(平北龍川郡) 읍동면(邑

東面) 성동리(城東里) 조개봉 위에 전기(前記) 다문천상(多聞天像)과 공작명왕상(孔雀明

王像) 좌우(左右)에 일쌍(一雙)의 석사자(石獅子)가 있다.(도(圖) 17) 이 상(像)은 일정

(日政) 때 보물(寶物) 제(第) 145호(號)로 지정(指定)할 만치 보호대상이 되어왔다. 이 

두 상(像)은 하나는 입을 벌리고 하나는 다물고 있는 높이 1.61m의 동형(同形)의 석상

(石像)이다. 앞발을 세우고 앉아 가슴을 펴고 머리를 든 형태(形態)로서 조각수법이 매

우 우수하다. 과연 현 위치가 원위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산봉(山峰) 위에 있는 점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도 26. 노국대장공주정릉(魯國大長公主正陵)문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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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 노국대장공주정릉무인석(魯國大長公主正陵武人石)

 

  이와 유사(類似)하리라고 추측되는 석수(石獸)가 평북(平北) 의주군(義州郡) 고성면

(古城面) 정주동(正州洞)에 이구(二軀), 평북(平北) 의주군(義州郡) 고진면(古津面) 선상

동(仙上洞)에 일구(一軀)가 또 있고 그 중 고진면(古津面)의 석수(石獸)는 형상(形狀)이

나 크기가 용천(龍川) 석수(石獸)와 같다고 하나 실사(實査)할 기회가 없어 실태(實態)

를 알 수 없다. 남한(南韓)의 경우 경주(慶州)의 왕릉(王陵)이나 화엄사석탑(華嚴寺石塔)

같은 데서 원각(圓刻)한 석사자(石獅子)을 볼 수 있으나 이들이 평북(平北) 깁숙한 곳에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6. 석비(石碑)

  석비(石碑)는 물론 김석문(金石文)으로써 중요시 되지만 여기서는 귀부(龜趺)와 이수

(리首)등 조각적(彫刻的)인 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따라서 북한(北韓)에 있는 2기(基)

의 진흥왕순수비(振興王巡狩碑)는 논외(論外)로 한다.

  석비(石碑)에 귀부(龜趺)와 이수(리首)를 갖추게 된 것은 신라태종무열왕릉비(新羅太

宗武烈王陵碑) 이후의 일이고 이후 신라(新羅)와 고려(高麗)를 통하여 릉비(陵碑) 탑비

(塔碑) 사적비(寺蹟碑) 등이 많이 건립되었다. 북한(北韓)에 있는 석비(石扉) 중 신라시

대(新羅時代)의 것은 없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것이 수기(數基) 남아 있고 그 중에는 

남한(南韓)에 있었다면 당연히 국보(國寶)로 지정(指定)되었을 만한 것도 있으나 수(數)

에 있어서는 역시 남한(南韓)의 성황(盛況)에 멀리 미치지 못한다.

  먼저 석비(石碑)로는

  1. 광조사진대철사보월승공탑비(廣照寺眞徹大師寶月乘空塔碑)(황해도(黃海道) 해주군

(海州郡) 금산면(錦山面) 일제보물(日帝寶物) 제(第) 132호(號), 937 건립(建立))(도

(圖)28)

  2. 오룡사법경대사보조혜광탑비(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搭碑)(개풍군(開豊郡) 남면

(嶺南面), 944 건립(建立))

  3. 통사대각국사비(靈通寺大覺國師碑) 개성시(開城市) 용흥리(龍興里), 일제보물(日

帝寶物) 제(第) 159호(號), 1125건립(建立))(도(圖) 29)

  4. 안심사석종비(安心寺石鍾碑)(평북(平北) 변군(寧邊郡) 1384 건립(建立))

155



  5. 발연사라승율사장골탑비(鉢淵寺羅僧律師藏骨塔碑)(고성군(高城郡) 체계리(體溪里), 

금망(今亡), 1199 건립(建立))

등이 있다. 진철대사비(眞徹大師碑)의 이수(리首) 조각은 박력이 있고 특이하며 대각국

사비(大覺國師碑)는 비신(碑身) 상부(上部) 제액(題額)과 비신(碑身) 좌우에 있는 봉황

(鳳凰)과 당초문(唐草文)의 선각문양(線刻紋樣)은 타비(他碑)에서 볼 수 없는 정치하고 

특이한 양식이고 안심사석종비(安心寺石鐘碑)는 신인사보제존자석종비(神靭寺普濟尊者

石鍾碑)와 동일한 형식으로 역시 려말(麗末)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도 28. 광조사진철대사보월승공탑(廣照寺眞徹大師寶月乘空塔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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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 통사대각국사비(靈通寺大覺國師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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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현화사비(玄化寺碑)

 

  사적비(寺蹟碑)로는

  1. 현화사비(玄化寺碑)(장풍군(長豊郡) 월고리(月古里), 일제보물제(日帝寶物第)155호  

     (號), 1021 건립(建立))(도(圖) 30)

  2. 보현사비(普賢寺碑)(평북(平北) 향산군(香山郡), 1141 건립(建立))

  3. 광통보제선사비(廣通普濟禪師碑)(개풍군(開豊郡) 중서면(中西面), 1377 건립(建立),  

     금망(今亡))

등이 있다. 이 중 현화사비(玄化寺碑)는 비신(碑身) 측면(側面)에는 용(龍)을 양각(陽刻)

하 고 상단(上端) 좌우(左右)에는 봉황(鳳凰)과 당초문(唐草文)을 선각(線刻)한 점 법

천사지광국사현묘탑(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과 동일한 양식이다. 광조사(廣照(寺), 오용

사(五龍寺), 통사(靈通寺)의 탑비(塔碑)와 더불어 국보(國寶)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 이외에도

  1. 신광사무자비(神光寺無字碑)(해주시(海州市) 신광리(神光里))

  2. 석비(石碑)(벽성군(碧城郡) 금산면(錦山面) 고(高), 4m)

  3. 석비(石碑)(삭주군(朔州郡) 군내면(郡內面) 고(高), 3.94m)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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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흥사귀부(復興寺龜趺)(개풍군(開豊郡) 남면(嶺南面))

  2. 귀부(龜趺)(철원군(鐵原郡) 어운동면(於雲洞面))

등이 있으나 실사(實査)한 바 없어 상세한 점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고려(高麗) 하대

(下代)의 작(作)으로 추정된다.

 

  7. 석등(石燈)

 

  북한(北韓)의 석등예(石燈例)도 많지 않다. 비교적 소형(小形)이고 도괴(倒壞)될 위험

이 많아서인지 원형(原形)이 남아있는 것은 더욱이 적다. 신라시대의 작(作)으로는

  1. 철원봉상이석등(鐵原奉常里石燈)

  2. 철원고궐이석등(鐵原古闕里石燈)(일제보물(日帝寶物) 제(第)28호(號))(도(圖) 31)

  3. 금장암지석등(金藏庵址石燈)(일제보물(日帝寶物) 제(第)26호(號))

등을 들 수 있다. 철웡봉상리석등(鐵原奉常里石燈)은 상기석(上基石)이 결실(缺失)되었

고 동고궐리석등(同古闕里石燈)은 부도(浮屠) 석재(石材)가 혼재(混在)해 있어 금장암지

석등(金藏庵址石燈)만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3예(例)가 모두 강원도(江原道)에 

소재(所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며 금장암(金藏庵)에는 라대(羅代)의 사사자석탑(四

獅子石塔)이 전(傳)하고 있는 사실도 아울러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 작(作)으로는 

  1. 자혜사석등(慈惠寺石燈)(신천군(信川郡), 일제보물(日帝寶物) 제(第)267호(號))(도   

     (圖) 32)

  2. 정양사석등(正陽寺石燈)(금강군(金剛郡))(도(圖) 33)

  3. 현화사석등(玄花寺石燈)(원재(原在) 개풍군(開豊郡) 금재(今在) 국립중앙박물관(國  

     立中央博物館))

  4. 묘길상(妙吉祥)앞석등(石燈)(금강군(金剛郡))(도(圖) 34)

  5. 개국사석등(開國寺石等)(원재(原在) 개풍군(開豊郡), 개성박물관(開城博物館)으로   

     이건(移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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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철원고궐리석등(鐵原古闕里石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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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 자혜사석등(慈惠寺石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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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 정양사석등(正陽寺石燈)

 

등 5예(例)를 들 수 있다. 형식(形式)은 신라(新羅)이래의 기본형(基本形)을 따르고 있으

나 팔각(八角)이 변하여 사각(四角) 혹은 육각(六角)등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고 세부

적(細部的)인 변화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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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묘길상(妙吉祥) 앞 석등(石燈)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 정양사석등(正陽寺石燈)은 평면(平面)은 육각(六角)이고 개석

(蓋石)의 추녀 폭이 좁아서 불안(不安)한 감을 주는 점은 갑사(甲寺) 부도(浮屠)를 연상

케 한다. 육각화사(六角火舍)의 구성은 좌우에서 반타원형(半楕圓形)을 세로 파낸 공

(工)형기둥을 6개 연결하여 구성하 음으로 각 면(面)마다 타원형(타圓形) 화창(火窓)이 

나게 된 특이한 구조이다.

  개국사석등(開國寺石燈)은  평면(平面) 사각(四角)이고 방형(方形) 우석(우石)은 상하

단(上下端)만 남기고 모를 죽 고 상단(上端)에는 주두(柱頭) 받침을 모각(模刻)한 점은 

특이하다.

  묘길상(妙吉祥) 앞 석등(石燈)도 평면(平面) 사각(四角)이고 우주(우柱)는 우각(隅角)

을 안으로 말아서 횡단면(橫斷面)은 마치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우인방형경(隅人方形鏡)

의 형식과 같아졌고 화사(火舍)는 상대석(上臺石) 사우(四隅)에 원주(圓柱)를 세운 형식

으로서 현화사석등(玄化寺石燈), 관촉사석등(灌燭寺石燈) 등 려대(麗代) 석등(石燈)에서 

낳이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또 상대석(上臺石) 밑에는 각형(角形)과 호형(弧形)의 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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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각되어 마치 석탑(石塔)에서 옥신(屋身) 받침과 유사한 장식이 있음은 특이하다.

  이들 석등(石燈) 가운데서 남북한(南北韓)을 통하여 매우 이색적인 예(例)가 있다. 평

면(平面) 육각형(六角刑)에 놓이 3.88m인 자혜사석등(慈惠寺石燈)이 그것이다. 하대(下

臺)에 복연(伏蓮), 상대(上臺) 앙(仰)연(蓮)이 있음은 통식(通式)을 따르고 있으나 그 사

이의 우주(우柱)는 매우 굵어서 화사석(火舍石)과 거의 같은 굵기고 그의의 화사석(火舍

石), 개석(蓋石)의 차려로 완존(完存)하나 가장 흥미있는 점은 화사석(火舍石)의 화창(火

窓)형식이다. 1석(石)으로된 6면(面)의 화사석(火舍石) 중 대칭되는 2면(面)에는 장방형 

화창(火窓)을 내고 남은 4면(面)은 대칭되는 위치에 안상형(眼象形)을 우각(隅角)을 중

심으로 좌우면에 걸쳐 투각(透刻)하 고 안상(眼象) 안에는 삼엽화형(三葉花形)을 세워

서 지선(地線)이 연장(延長)되어 안상(眼象) 안에 화형(花形)을 장식하는 고려시대(高麗

時代) 특유의 안상(眼象)을 투조(透彫)하여 화창(火窓)에 대신하 다. 새로운 착상(着想)

이며 남북한(南北韓)을 통하여 유일한 예(例)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북한(北韓)의 석등(石燈)은 수(數)가 많지는 않으나 그 중에는 상당히 우

수하고 또 주목되어 반듯이 보호되어야 할 예(例)가 있는 점에 주의해야 될 것이다.

 

  8. 석 당 (石幢)

 

  남한(南韓)에는 업는 타라니석당(陀羅尼石幢)이 북한(北韓)에는 3점(點)이나 현존(現

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1. 용천타라니석당(龍川陀羅尼石幢)(평북(平北) 용천군(龍川郡), 1027 건립(建立) 고

(高) 5.94m. 일제보물(日帝寶物) 제(第) 207호(號))(도(圖) 35)

  2. 용천서문(龍川西門)밖석당(石幢)(평북(平北) 용천군(龍川郡), 고(高) 4.04m, 일제보

물(日帝寶物) 제(第)206호(號))

  3. 해주타라니석당(海州陀羅尼石幢)(황해(黃海) 해주읍(海州邑), 일제보물(日帝寶物) 

제(第) 135호(號))(도(圖) 36)

이들 석당(石幢)은 일정(日政) 때 모두 보물(寶物)로 지정(指定)할난치 형태가 완존(完

存)하고 각부(各部) 조각이 우수한 유물들이다. 대개 밑에 수단(數段)의 높은 받침이 있

고 그 위에 육각(六角)의 높은 석주(石柱)를 세우고 위에도 또한 여러층 개석(蓋石)을 

덮는다. 받침이나 개석(蓋石)에는 연화(蓮花)가 조각되고 당신(幢身)에는 범자(梵字) 타

라니경문(陀羅尼經文)이 각자(刻字)된다. 특히 용천(龍川)의 한 석당(石幢)은 당신(幢身) 

1면(面)에 [대불정타라니당(大佛頂陀羅尼幢)]이라는 큰 자(字)가 각자(刻字)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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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용천타라니석당(龍川陀羅尼石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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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 해주타라니석당(海州陀羅尼石幢)

 

  이 외에도 개성(開城) 선죽교(善竹橋)에 교각재(橋脚材)로 사용한 돌에 범자(梵字) 타

라니경(陀羅尼幢)을 각자(刻字)한 것이 있고 동일유물(同一遺物)의 잔편(殘片)이 개성박

물관(開城博物館)에 보관되었으니 이는 선죽교(善竹橋) 근처에 있던 타라니석당(陀羅尼

石幢)의 일부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석당(石幢)은 형태(形態) 조각(彫刻) 모두 우수한 유물(遺物)로서 맛당히 국가문

화재(國家文化財)로 지정(指定) 보호 할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석당(石幢)이 남

한(南韓)에는 1기(基)도 남아 있지 않고 특(特)히 용천(龍川)에 2기(基)나 집중(集中)되

어 있으며 앞서 든 다문천왕(多聞天王), 공작명왕(孔雀明王) 그리고 2구(軀)의 석사자

(石獅子)도 용천(龍川)에 전(傳)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된다. 이 석당(石幢)이 있는 지대

(地帶) 사찰(寺刹)이 있었을 것이 짐작되나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음을 생각할 때 앞으

로 유의되어야 할 지역(地域)이라고 생각된다.

 

  9. 당우지주(幢우支柱)

 

  당우지주(幢우支柱)는 사찰(寺刹) 경내(境內)에 세우는 당우(幢우)을 지탱하기 위하여 

좌우에 세운 지주(支柱)를 말하는데 당우(幢우)까지 완존(完存)한 예(例)는 매우 드물고 

대개는 지주(支柱)인 석주(石柱)만이 남게 되며 따라서 이 지주(支柱)가 서 있으면 그 

주위에 사찰(寺刹)이 있었음을 알게된다. 남한(南韓)에는 곳곳에 많은 지주(支柱)가 남

아있으나 북한(北韓)에는 개경(開京)과 평양(平壤)을 중심으로 수기(數基)가 남아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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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사당우지주(靈通寺幢우支柱)(개성시(開城市) 용흥리(龍興里), 고(高)4.49m)

  2. 현화사당우지주(玄化寺幢우支柱)(장풍군(長豊郡) 월고리(月古里), 고(高)4.73m)

  3. 귀법사당우지주(歸法寺幢우支柱)(개성시(開城市) 용흥리(龍興里) 도(圖) 37)

 

도 37. 귀법사당간지주(歸法寺幢竿支柱)

 

  4. 승왕사당우지주(僧王寺幢우支柱)(장단군(長湍郡) 장도면(長道面) 상리(上里))

  5. 불일사당우지주(佛日寺幢우支柱)(장단군(長湍郡) 진서면(津西面) 경릉리(景陵里))

  6. 사문리당우지주(士文里幢우支柱)(신천군(信川郡) 용령면(用玲面) 고(高)2..33m)

  7.중흥사당우지주(重興寺幢우支柱)(평양시(平壤市) 인흥이동(仁興二洞) 고(高)4.56m)

(도(圖) 38)

도 38. 중흥사당간지주(重興寺幢竿支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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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담화리당우지주(曇華里寺幢우支柱)(평원군(平原郡) 순안면(順安面), 고(高)3.03m)

  북한(北韓)의 당우지주(幢우支柱)는 남한(南韓)에 비해 수(數)는 적지만 우수한 작품

(作品)이 남아 있다. 홍천(洪川) 희망리(希望里), 강릉(江陵) 대창리(大昌里), 굴산사(堀

山寺) 등 강원도지방(江原道地方)에 5m가 넘는 대작(大作)이 남아 있는데 비하면 약간 

크기가 떠러지지만 5m에 가까운 대작(大作)이 개성지방(開城地方)과 평양(平壤)에 남아

있음을 보면 분포상태(分包狀態)에서 주목(注目)되는 바 있다. 양식(樣式)은 남북한(南

北韓)의 것이 거의 동일(同一)하여 특히 지적할 만한 점은 없다.

 

 10. 맺는 말

 

  이상 북한(北韓)의 석조미술(石造美術)을 개관(槪觀)하 거니와 이를 종합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본론(本論)을 맺으려 한다.

  첫째, 북한(北韓)의 석조미술품(石造美術品)의 대부분(大部分)이 불교미술품(佛敎美術

品)이라는 점은 남한(南韓)과 동일하다. 북한(北韓)에도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 고려

시대(高麗時代)에 이르기까지 불교(佛敎)가 깊이 침투하 었던 만큼 그러한 사실이 남

한(南韓)의 사정과 동일하다는 점은 곧 이해된다. 그러나 남한(南韓)에서와 같이 전역

(全域)에 걸쳐 분포되어 있지않고 또는 삼국기(三國期)의 작품(作品)이 전무(全無)할 뿐 

아니라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작품(作品)도 일부 지역(地域)에 국한되어 있는 

사실은 남한(南韓)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이러한 석조미술품(石造美術品)의 분포(分布) 문제(問題)는 앞서 언급(言及)한 

바 있으나 개성(開城)과 평양(平壤)에 집중(集中)된 감이 있고 개성(開城)과 평양(平壤)

의 중간 지점인 황해도(黃海道) 구리고 방향을 달리한 강원도지방(江原道地方)을 주목

하게 된다. 일국(一國)의 문화(文化)가 수도(首都)를 중심(中心)으로 개화(開花)함은 고

대(古代)에 있어서 공통된 현상임으로 삼국시대(三國時代) 이후의 왕조(王朝)의 수도(首

都)인 개성(開城)과 고려조(高麗朝)에서 중시(重視)하던 서경(西京) 그리고 그 통로(通

路)에 있던 황해도(黃海道)에 도(密度)있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한편 강원도(江原道)에는 신라시대(新羅時代)와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작품(作品)이 존

재(存在)하는데 이는 정치적(政治的)인 세력(勢力)의 파급과 관계가 있으리라는 점은 앞

서도 언급(言及)한 바 있다.

  셋째로 이와 같이 분포(分布)되어 있는 작품(作品)의 제작년대(製作年代)의 문제이다. 

북한(北韓)의 석조미술품(石造美術品)은 강원도(江原道)에 있는 일부(一部) 통일신라시

대(統一新羅時代) 작품(作品)을 제외하면 전부가 고려시대(高麗時代) 작품(作品)이다. 

이것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정치적(政治的)인 세력판도(勢力版圖)와 접한 

관계가 있고 분포문제(分布問題)와도 직결된다. 이 문제(問題)에 관해서도 본론(本論)에

서 언급(言及)한 바 있다.

  넷째로 평북(平北) 용천지방(龍川地方)에 다문천상(多聞天像), 공작명왕상(孔雀明王

像), 분묘(墳墓)에 배치하 던 것이 아닌 석사자(石獅子) 석당(石幢)등 남한(南韓)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작품(作品)이 집중(集中)되어 있는 사실이다. 한반도(韓半島) 북단(北端) 

압록강(鴨綠江) 가까운 곳에 어찌하여 이러한 특이한 작품(作品)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들 작품(作品)의 검사(檢査) 또는 부근지역(地域)의 실사(實査)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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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으나 이 일은 앞으로의 숙제(宿題)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지적할 일은 남북한(南北韓)을 통하여 한국(韓國) 전체를 조감할 때 

그곳에 남겨진 조형미술품(造形美術品)이 동질(同質)의 것이고 균형있는 조사가 이루어

져 상호 연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의 북한정책(北韓政策)이 이 균형

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를 들면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 수세기 동안 내려오

는 불교문화(佛敎文化)에 대한 조사 연구는 우리나라 조형미술(造形美術) 연구에 필요

불가불가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북한(北韓)에서는 그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석조미

술품(石造美術品)에 있어서도 남한(南韓)에서와 같이 광범하고 다양하지 않다 하드라도 

구명(究明)되어야할 많은 문제(問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문화(佛敎文化)의 

경시로 말미암아 유적(遺蹟)이나 유물(遺物)의 파괴가 자행된다면 그로 인해 석조미술

(石造美術) 연구의 진전이 저해당하거나 증표의 인멸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 바 적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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