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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월남사지는 그 동안 3층석탑과 파괴된 비석이 남아있었던 소규모 폐사지였다. 하지만 사역 입구쪽에 있던 파괴된 비가 

고려시대 신앙결사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선사 제2세인 진각국사 혜심의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사비도읍기로 추정되는 연화문수막새가 수습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2012년 출토된 금동풍탁은 높이 23㎝에 

이르는 대형급에 속할 뿐 아니라, 탁신 네 면에 비교적 큰 범자가 장식되어 이채롭다. 이에 더해 풍탁 보존처리 과정에서 ‘盖天’으로 

추정되는 음각 명문도 확인되었다.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의 범자는 ‘옴’( , oṃ), ‘아’( , a), 훔( , hūṃ), 브룸( , bhrūṃ)이다. ‘옴’( , oṃ), ‘아’( , a), 

훔( , hūṃ)은 삼밀진언으로 알려졌고, 브룸( , bhrūṃ)은 최상의 존격을 의미한다. 또한 삼밀진언은 그 수행법을 통해서 우주 근본

원리인 법신불과 감응하여 진리를 깨닫도록 하고, 브룸( , bhrūṃ)은 일체 결합의 의미가 있다. 결국 금동풍탁 네 면을 장식하고 

있는 범자의 의미는 불교의 교조(敎祖)인 부처님이 설한 ‘法[교리]’ 혹은 그 자체로서 최상의 존격인 ‘佛(불)’과 결합되기를 갈망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탁신에 새겨진 ‘盖天’의 명문은 풍탁 제작과 관련된 인명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고려시대 향완, 반자, 향로 등에 새겨진 명문과 

그 위치가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결국 풍탁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법음(法音)으로 상징되는 풍탁의 소리가 하늘을 덮어 시방세계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상징적·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은 폐사지에서 출토된 풍탁과의 비교, 고려후기 역사적 상황, 밀교 관련 경전 발행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3세기 중후반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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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2년 강진 월남사지(月南寺址) 발굴조사에서 높이 

23㎝ 가량의 금동풍탁이 출토되었다(사진 1). 풍탁 네 면에 

범자가 장식된 금동제(金銅製)로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현존하는 풍탁 중 20㎝가 넘는 유물이 그렇게 많

지 않고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었지만, 전남지방에서

는 드물게 백제 사비기에 해당되는 연화문수막새가 수습됨

에 따라 그것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풍탁은 주로 탑 옥개석이나 건축물 처마 끝에 달았던 

것으로, 내부에 있는 치게가 동체를 때려 소리를 내는 장엄

구 중의 하나이다. 불교 장엄구는 장식적인 기능도 있지만, 

이와 아울러 불교에 지식이 없었던 이들에게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역할도 겸하였다. 바람이 불면 청

정한 소리가 시방세계에 울려 퍼지면서 아직 보리(菩提)에 

이르지 못한 사부대중의 깨달음을 독려하는 청각적 기능

이 강한 장엄구라 할 수 있다.

대장경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체경음의(一切經

音義)』에서는 풍탁을 ‘보탁(寶鐸)’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석가모니의 말씀 즉 ‘법음(法音)’을 선양하기 위해서였다.1 

어렵다고 생각되는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 

쉽게 풀이하듯이, 석가모니의 말씀이자 불교의 교리를 소리

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풍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인 4~6세기에 불교를 수용

하였지만 현재 남아있는 풍탁은 그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

다. 그 예로는 부여 부소산폐사지 출토 풍탁의 바람판(사진 

2),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동풍탁(사진 3), 통일신라시대 나

원리 삼층석탑 출토 금동제3층소탑에 달린 소형풍탁(사진 

4)과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방형사리기에 표현된 

풍탁의 형태 등이다. 이를 통해서 불교 공인 이후 초기에는 

1 『一切經音義』 卷4 經言寶鐸者宣揚法音. 이영선, 2014, 『高麗時代 風鐸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 경전 상에 보이는 풍탁에 대한 내용은 이영선, 

2014, 위의 논문, pp.135~138 부록; 강보라, 2015,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풍탁(風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0~74 참조.

사진 2.   부여 부소산폐사지 출토 바람판, 백제, 8.1×12.5㎝, 국립부여박물관 

소장(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9).

사진 3.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동풍탁, 

백제, 14.0×8.7㎝,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미

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8).

사진 4.   경주 나원리3층석탑 출토 

금동제3층소탑, 통일신라, 

12.38×5.0㎝(미륵사지유물

전시관 2011: 113).

사진 1.   강진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 높이 23㎝ 

(A: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제공, B, C: 필자사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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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탑에서 사용되었음을 추지(推知)할 수 있다.2

한편 2000년대 들어서 각종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의 

증가 때문에 출토품으로 보고된 풍탁의 예가 있다. 현존 최

대의 풍탁으로 언론에 보도된 충주 숭선사지 출토 금동풍

탁, 조선시대 왕실 사찰인 양주 회암사지 출토 풍탁 등이다. 

회암사지 출토 풍탁은 명문을 통해 제작연대를 알 수 있다

는 점에서 편년자료로서 중요하다. 

그 동안의 풍탁 연구는 발굴 출토품을 중심으로 해당 

유물을 소개하는 정도였으나, 최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풍

탁을 주제로 형식 분류와 함께 풍탁에 표현된 의장과 변천

과정을 다룬 성과도 있었다.3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강진 월남사지 금동풍탁 

또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로, 새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보존처리 과정에서 ‘개천(盖天)’으로 추

정되는 음각명문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해석과 함께 풍탁 

네 면에 장식된 범자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4 이를 통하여 금동풍탁의 제작시기를 대략

적이나마 추정해 보았다.

Ⅱ. 月南寺址의 연혁과 금동풍탁 현황

1. 월남사지의 역사적 성격과 연혁

월남사지(전라남도 기념물 제125호)는 행정구역상 강

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월출

산 천황봉(해발 809m)에서 남쪽 직선거리로 약 2.7㎞ 떨어

진 곳이다. 영암의 남동쪽과 강진의 북쪽이 만나는 풀치재

를 지나 13번 국도상에 있는 월남교차로에서 북쪽으로 1㎞ 

정도 떨어진 나지막한 사면부에 월남사지가 자리하고 있다. 

월남사지는 그 동안 모전석탑으로 알려져 왔던 높이 8.2m

의 삼층석탑(보물 제298호, 사진 7)과 사역의 출입구 쪽에 

반파된 상태로 있는 비(碑, 보물 제313호)(사진 8)가 잔존

하는 폐사지였다. 하지만 1973년 이 비의 주인공이 고려시

대 신앙결사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선사(修禪社) 제2

세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8~1234)의 것으로 

밝혀졌고,5 그 후 현재까지 소규모 법당이 신축되어 그 사

세(寺勢)를 이어오고 있다.6

2 중국의 경우 탑에 풍탁을 달았던 예로 가장 유명한 것이 북위 영녕사(永寧寺) 목탑에 관한 기록이다. 양현지 지음·서윤희 옮김, 2001, 『洛陽伽藍記』, 눌와, 

pp.32~33. 이 탑은 효명제 희평원년(516)에 건립되었고 효무제 영희 2年(534)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목탑 상륜부와 구층의 각 모서리에 금탁(金鐸)을 달아 모두 

120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영녕사탑에 금탁이 달려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북제(北齊)시기의 돈황 막고굴 428굴 서벽 금강보좌탑(金剛寶座塔)에 그

려진 벽화(사진 5)(강보라, 2015, 앞의 논문, p.12; 돈황문물연구소편, 1999, 『中國石窟 敦煌莫高窟』一, 도판 165)와 1226년에 제작된 나라국립박물관(奈良國立

博物館) 소장 보협인탑감장사리주자(寶篋印塔嵌裝舍利廚子)(사진 6)가 있다. 국립경주박물관·나라국립박물관, 2003, 『일본의 불교미술』, p.132 도45-1.

3 이영선, 2014, 앞의 논문; 강보라, 2015, 앞의 논문.

4 2016년 11월 25일 ‘康津 月南寺 出土 銘文瓦의 現況과 性格’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김희태는 「康津 月南寺 銘文瓦와 關聯 記錄의 歷史的 

性格」이란 논문에서 이날 발표된 손환일, 「康津 月南寺 出土 銘文瓦의 解讀과 書體」의 글을 언급하면서 그가 금동풍탁의 명문을 ‘盖六’으로 보고, 제조와 관

련된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김희태, 2016, 「康津 月南寺 銘文瓦와 關聯 記錄의 歷史的 性格」 『康津 月南寺 出土 銘文瓦의 現況과 性格』, 학술대회 발표자

료집, p.61 주61. 음각명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5 민현구, 1973,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36, pp.7~40.

6 얼마 전까지 소규모 법당이 한 채 있었으나, 2016년 월남사지에 대한 제5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3층석탑의 동쪽으로 새롭게 이전된 상태이다.

사진 5.   돈황 막고굴 428굴 서벽 중층 

금강보좌탑 벽화의 탑 상륜부, 

북제(돈황문물연구소편 1999: 

도판 165).

사진 6.   보협인탑감장사리주자 세부, 

1226년, 총높이 25.7㎝,  

나라국립박물관 소장(국립경

주박물관·나라국립박물관 

2003: 102).



21  Sung Yun-Gil   강진 월남사지(月南寺址) 출토 금동풍탁(金銅風鐸)에 대하여

월남사지에 대한 조사는 2011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

지 제5차 발굴조사가 완료되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눈

여겨 볼만한 점은 백제 사비도읍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되는 연화문수막새가 수습되었다는 사실이다.7 그런데 연화

문수막새와 월남사지 연혁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 만한 문

헌 기록이 있다. 바로 백제승 혜현에 대한 것이다.

『속고승전(續高僧傳)』 권28 독송편(讀誦篇) 백제국(伯

濟國) 달나산사(達拏山寺) 석혜현전(釋慧顯傳)과 『삼국유

사』 권5 피은(避隐) 혜현구정조(惠現求靜條)에는 백제승 

혜현(慧顯 혹은 惠現)의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8 혜현은 백

제 사비기에 북부 수덕사에 머물다 남방의 달나산(達拏山)

으로 가 그곳에서 열반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남방의 달나산인데, 이 달나산이 현 영암 월출산이라는 견

해가 제기되었다.9

고려시대 월생산(月生山), 조선시대 월출산이라는 명

칭이 ‘달이 나오는 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이

를 한자로 표현하여 ‘달나산(達拏山)’이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10 『삼국사기』에는 영암군과 월출산을 ‘월나

군(月奈郡)’과 ‘월나악(月奈岳)’이라 했다.11 『한원(翰苑)』 번

이부(蕃夷部) 백제조(百濟條)에 인용된 『괄지지(括地志)』

에는 ‘국서계(國西界) 단나산(旦那山)’이라는 기록이 있는

데,12 ‘月’과 ‘旦’의 유사한 자형에 비추어 보아 오사(誤寫)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13 ‘나(奈)’와 ‘나(那)’가 서로 통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삼국사기』 ‘월나악(月奈

岳)’과 『괄지지(括地志)』 ‘단나산(旦那山)’은 동일한 산으로 

생각된다. 결국 『속고승전』의 ‘달나산(達拏山)’과 월나악(月

奈岳, 旦那山=月出山)의 관계만 밝히면 되는데, 이와 관련

해서는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편광탑비(先覺大師偏光塔碑)

에 그 실마리가 있다. 즉 이 비에는 905년 형미가 무위사에 

주석했음을 보여주는 내용 중 무위사가 ‘�那山’에 있다고 

나온다.14 앞 글자가 비록 박락되었지만, 『속고승전』의 달나

산이 현 영암의 월출산일 가능성을 더욱 설득력있게 뒷받

7 이수경, 2013, 「월남사지 조사성과와 고대 기와」 『강진의 고대문화와 월남사지』, 한국고대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pp.87~100; 이병호, 2015, 「古代 月南

寺의 現況과 性格 -百濟 瓦當의 分析을 中心으로-」 『月南寺의 變遷과 整備 活用 學術會議 발표집』, 月南寺의 變遷과 整備 活用 學術會議, pp.1~24. 그 동

안 전라남도 일대에서는 불교와 관련되어, 통일신라시대 이전 시기의 유물이나 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습된 연화문수막새는 

전남지역 불교 유입시기와 관련하여 재고의 여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된다.

8 동국역경원, 1997, 『續高僧傳』 권28, 讀誦篇(한글대장경), p.13; 『삼국유사』 卷5 避隐 第8 惠現求靜條.

9 이 문제는 이미 최인선(최인선, 1996, 「月出山의 佛敎文化」 『靈巖 月出山 祭祀遺蹟』, pp.189~196)에 의해서 언급되었으나, 월남사지 발굴에서 최근 백제 

사비기 연화문수막새로 추정되는 기와가 확인되었고 월남사지 연혁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10 최인선, 1996, 앞의 논문, p.191; 최인선, 2015, 「월출산의 불교문화」 『月出山』, pp.206~235에 재수록; 성춘경, 1999, 『전남 불교미술 연구』, p.343.

11 『삼국사기』 권36 雜志5 地理3 靈巖郡條. “靈巖郡 本百濟月奈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삼국사기』 권32 雜志1 祭祀條. “霜岳高城郡, 雪岳守城郡 ⋯ (중략) ⋯月奈岳月奈郡⋯”.

12 『한원』 百濟條. “括地志曰 烏山在國北界 大山也 草木鳥獸與中夏同 又國東有鷄藍山, 又南又有祖粗山, 又國南界有霧五山, 其山草木冬夏常榮 又有旦那山 

在國西界 又有山旦山禮母山 並石在國南之也”.

 이장웅, 2016, 「百濟 西岳 旦那山과 慧顯」, 한국고대사학회 150회 정기발표회발표집, pp.13~14.

13 이도학, 1989, 「泗沘時代 百濟의 四方界山과 護國寺刹의 成立」 『백제연구』 20, p.123.

14 “仍以那山無爲岬寺請以住持 ⋯ (하략)”.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譯註 羅末麗初金石文(上)』, 혜안, p.170.

사진 7.   강진 월남사지 3층석탑 

(필자촬영).

사진 8.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  

혜심의 비(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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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주고 있다.15

달나산이 영암 월출산이 맞다면 전남의 불교 유입 시

기에 대해서도 백제 사비기로 올려 볼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백제승 혜현의 마지막 수도처가 

영암 월출산이었다면 백제 연화문수막새가 수습되었고 월

출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월남사지도 혜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당연하다.

월남사지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현재 

사역 입구쪽에 위치하고 있는 진각국사 탑비의 주인공인 

혜심(1178~1234)과의 관계이다. 1530년(중종 25)에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진현 기록에는 

월남사를 진각국사 혜심이 창건한 것으로 나오고16 1739년

(영조 35) 간행된 『전라좌도강진월출산무위사사적(全羅左

道康津月出山無爲寺史蹟)』에는 ‘월남사진각국사도량(月南

寺眞覺國師道場)’이라 하였다.17 하지만 혜심이 창건했다고 

알려진 월남사는 진각국사비의 내용에서 그 사명(寺名)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혜심의 부도는 송광사 광원암(廣遠

庵)에 있다.18 나말여초 선승들의 탑과 탑비가 한 곳에 있는

데 반해 혜심의 부도와 탑비는 따로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하다.

혜심은 고려시대 불교계 신앙결사 운동의 중심에 있

었던 수선사 제2세 사주(社主)로서 지눌의 뒤를 이어 간화

선(看話禪)사상을 바탕으로 수선사를 크게 중흥시킨 인물

이다. 그는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1201년(희종 4)에 사마

시(司馬試)에 합격했을 정도로 유학에도 어느 정도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19 

특히 최씨무인정권은 집권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수단

으로 당시 불교계를 비판한 수선사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

지 않았다.20 최충헌에 이어 최고 권력을 행사했던 최이(최

우)는 그의 두 아들인 만종(萬宗)과 만전(萬全)을 혜심에게 

보내 출가시켰고, 최충헌과 인척관계에 있었던 평장사(平章

事) 김중구(金仲龜)와 상장군(上將軍) 노인수(盧仁綏)는 

수선사에 토지를 시납하였다. 혜심은 정치가 훌륭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최이에게 보냈고,21 최이는 이에 보답이라도 

15 이와 관련하여 최완수(최인선, 1996, 앞의 논문, p.190에서 재인용), 최인선(주9 참조), 성춘경(성춘경, 1999, 『전남 불교미술 연구』, p.343), 이장웅(이장웅, 

2016, 위의 논문, pp.13~14) 등은 달라산=월나악=월출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도학은 월나악과 월출산은 동일한 곳으로 보고,(주13 참조) 최연식은 달라산

=월나악=월출산은 인정하면서도 달라산의 경우 ‘달이 나오는 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음보살의 상주처인 포탈라카(Potalaka)산에서 포탈라산 혹은 탈라

카산 그리고 그것들의 약칭으로서 탈라산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達拏山’으로 音譯되었다고 보고 있다. 최연식, 2007, 「月出山의 觀音信仰에 대한 고찰」 

『天台學硏究』10, p.224

16 『신증동국여지승람』 第37卷 全羅道 康津縣 佛宇條. “月南寺 在月出山南考慮僧眞覺所創有李奎報碑”.

17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강진군, 1989, 『康津郡의 文化遺蹟』, pp.215~216.

 “⋯ 于其左有月南寺圓(眞)覺國師道場也此無爲寺詵覺國師道場也 ⋯”.

18 엄기표, 2008, 「高麗後期 松廣寺 出身 16國師의 石造浮屠 研究」 『文化史學』 29, p.49.

19 채상식, 1991, 『高麗後期佛敎史硏究』, 一潮閣, p.41.

20 김당택, 1981, 「高麗 崔氏武人政權과 修禪社」 『歷史學硏究』Ⅹ, pp.91~94; 김당택, 1987, 『高麗武人政權硏究』, 새문사에 재수록, pp.233~242. 이 외에도 

선종인 수선사를 중심으로 교단을 재편하여 정치권력의 기반을 안정시키면서 수선사를 지지하는 지방 향리층 등을 비롯한 사회계층을 그들의 지지세력으로 

포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채상식, 1991, 위의 책, p.20), 최씨무인정권의 원찰(願刹)로 무인정권을 합리화하는데 수선사가 기여했다는(진성규, 1987, 

「眞覺國師 慧諶의 修禪社活動」 『中央史論』 5, pp.58~60) 등 최씨무인정권이 수선사와 유착관계에 있었던 원인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있다. 최근 혜

심이 단속사 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후 16년이 지난 시점에 활동지역이 아닌 월남사에 비가 건립된 배경에 대해 최항의 집권과 관련시켜 해석한 견해

가 있다. 혜심의 입적으로 최이의 아들 만종 즉 최항이 자신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그의 세력에 대한 반발과 백제부흥운동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과

거를 청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항 자신이 중창한 월남사에 스승인 혜심의 탑비를 건립하여 사제지간의 인연을 널리 알리고, 세간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선사 5세이자 단속사 주지인 천영을 끌어들였다고 하였다. 결국 최항의 집권과 혜심의 탑비 건립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고도

의 정치적 행위였다는 것이다. 배종민, 2009, 「月南寺와 崔氏武人政權」 『호남문화연구』 46, pp.197~198.

21 『조계진각국사어록』 「答崔尚書瑀」(한국불교전서 검색시스템 참조) “近聞 左右異於尋常 頓然改變 爲此事甚力 政化日益公平 凡百施爲 皆去華取實 至於村

野無知婦人小子 莫不稱美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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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금루가사(金縷袈裟)를 내리기도 하였으며, 혜심이 병

이 들자 어의까지 보낼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22 

이렇듯 월남사는 최씨무인정권 시기에 최대의 전성기

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월남사의 사세는 고려후기 

13세기 중반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선사 13세로 왕사(王師)까지 역임한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復丘, 1270~1356)가 월남사에 주석한 기록이 확인되

고 있기 때문이다.23 

조선시대에 이르러 월남사의 사세는 전시대 보다 축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조선 태종 7년(1407)에 지정

된 자복사(資福寺) 현황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월남사가 속

했던 도강현(道康縣, 강진)의 자복사는 무위사였다.24 무위

사는 1430년 전후(前後)에 국가 수륙재를 진행하는 국행수

륙사로 지정되었는데, 이때 왕실 종친인 효령대군의 후원에 

힘입어 극락전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5 1592년 임

진왜란 발발 후 월남사도 전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무위사 사적기에는 월남사와 석왕사 사이의 무위사

만 초연히 홀로 남았다고 하였다.26

그 이후 월남사는 쇠락해 가지만, 부침을 겪었던 것으

로 보인다. 월남사는 문인들의 문집류에 간단한 기록으로 

언급되고 있다.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의 ‘과월

남사유지(過月南寺遺址)’라는 시에는 “탑은 촌락 담장 옆

에 서있고, 깨진 비는 다리 놓는데 사용되었다”고 하였다.27 

제목에 ‘유지(遺址)’라고 한 것을 보면 이미 사세가 기울어

졌음을 추지(推知)할 수 있다.28 고산 윤선도가 1611년 서

울에서 해남으로 가는 도중 월남사에 들러서 남긴 ‘남귀기

행(南歸記行)’이란 시에는 “불당에는 화불(畵佛)이 있고 마

당에는 탑(塔)이 있네”라고 하였다. 이 당시 월남사에는 불

당과 탑만이 덩그러니 남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

국여지지』에는 ‘금폐(今廢)’라고 기록하고 있다.29 이하곤

(1677~1724)이 쓴 『남유록(南遊錄)』에도 1722년 월남촌 월

남사를 지나는 기록이 있는데, 이 문헌에는 “월남사가 있어 

경치가 좋았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민간인이 살고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30 

22 김당택, 1987, 앞의 논문, p.241; 김영욱 역해, 2004, 『진각국사어록 역해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pp.174~175.

23 조명제·김탁·정용범·원경(이상섭) 역주, 2007, 『역주 조계산송광사사고-인물부-』, 혜안, p.159.

24 『태종실록』 14권 7年 丁亥 12月 2日條. “議政府請以名刹 代諸州資福 從之 啓曰 去年寺社革去之時 自三韓以來大伽藍 反在汰去之例 亡廢寺社 差下住持

者 容或有之 僧徒豈無怨咨之心 若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則庶使僧徒得居止之處 於是 諸州資福寺 皆代以名刹 曹溪宗 梁州通度寺 松生雙巖寺 

昌寧蓮花寺 砥平菩提岬寺 義城氷山寺 永州鼎覺寺 彦陽石南寺 義興麟角寺 長興迦智寺 樂安澄光寺 谷城桐裏寺 減陰靈覺寺 軍威法住寺 基川淨林寺 靈

巖道岬寺 永春德泉寺 南陽弘法寺 仁同嘉林寺 山陰地谷寺 沃州智勒寺 耽津萬德寺 靑陽長谷寺 稷山天興寺 安城石南寺 天台宗 忠州嚴正寺 草溪白巖寺 

泰山興龍寺 定山雞鳳寺 永平白雲寺 廣州靑溪寺 寧海雨長寺 大丘龍泉寺 道康無爲寺 雲峰原水寺 大興松林寺 文化區業寺 金山眞興寺 務安大崛寺 長沙

禪雲寺 堤州長樂寺 龍駒瑞峰寺 華嚴宗 長興金藏寺 密陽嚴光寺 原州法泉寺 淸州原興寺 義昌熊神寺 江華栴香寺 襄州成佛寺 安邊毗沙寺 順天香林寺 淸

道七葉寺 新寧功德寺 慈恩宗 僧嶺觀音寺 楊州神穴寺 開寧獅子寺 楊根白巖寺 藍浦聖住寺 林州普光寺 宜寧熊仁寺 河東陽景寺 綾城公林寺 鳳州成佛寺 

驪興神異寺 金海甘露寺 善州原興寺 咸陽嚴川寺 水原彰聖寺 晋州法輪寺 光州鎭國寺 中神宗 任實珍丘寺 咸豐君尼寺 牙州桐林寺 淸州菩慶寺 奉化太子

寺 固城法泉寺 白州見佛寺 益州彌勒寺 摠南宗 江陰天神寺 臨津昌和寺 三陟三和寺 和順萬淵寺 羅州普光寺 昌平瑞峯寺 麟蹄玄高寺 雞林天王寺 始興宗 

漣州五峯寺 連豐霞居寺 高興寂照寺 成石璘素佞佛 故有是請 識者譏之”.

25 배종민, 1999, 「康津 無爲寺 極樂殿 壁畫 硏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5; 1983년 해체 보수 시 중앙칸 종도리 장혀에서 확인된 묵서명에 ‘孝寧’

銘이 확인되었다.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4, 『康津無爲寺極樂殿修理報告書』, p.51.

26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강진군, 1989, 앞의 책, pp.215~216. “⋯ 明神宗萬曆二十年 宣祖二十五年壬辰癸巳倭寇之亂寺之諸僧一心祈祝軍不

犯寺超然獨存於月南釋王兩寺之間靈哉異矣 ⋯”.

27 김희태, 2014, 「寺刹記錄 斷想」 『불교문화연구』 12, 남도불교문화연구회, pp.247~253 참고;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2, 『강진 월남사지 진각

국사비 주변 발굴조사 약보고서』, p.10.

28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a, 『康津 月南寺址Ⅰ』, p.66.

29 이병희, 1995, 「월남사의 연혁과 그 변천」 『月南寺址』, 목포대학교박물관·강진군, p.50.

30 주2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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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하곤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이만부

(1664~1732)의 『식산문집(息山文集)』 별집 권4 지행부록

(地行附錄)에는 “(월출)산 남쪽은 道武(강진)31와 경계이고 

월남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32 이하곤이 언급한 내용과 대

비된다. 또한 1799년(정조 23)에 편찬된 것으로 전해지는 

『범우고(梵宇攷)』 강진조에도 그 첫 머리에 월남사가 나오

는데, “월남사는 월출산에 있고 고려승 진각(眞覺)이 창건

했으며 이규보가 찬(撰)한 비(碑)가 있다”고 하여33 폐찰되

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 폐허가 되었다는 이하곤의 『남

유록』과 차이가 있다. 어쨌든 18세기 이후 월남사는 거의 

폐찰된 것으로 추정된다.34

한편 이른바 백제계석탑이라고 알려진 월남사지 3층

석탑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후삼국기, 고려 초, 12세기 등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35 그런데, 2015년 월남사지 발굴조

사 결과 현 3층석탑으로부터 서쪽으로 10여m 떨어진 곳에

서 탑지가 확인되었다.36 규모 4.1m 정방형의 이 탑지가37 

현존하는 3층석탑의 것인지, 그렇다면 3층석탑이 현 위치

로 옮겨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석탑이 또 있었는지 현재로

서는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

구된다.38

2. 금동풍탁 현황

월남사지에 대한 조사는 2011년 시굴조사 결과 사세

를 짐작할 수 있는 건물지가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전체적인 구조와 성격 파악을 위해 정밀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역(寺域)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복원과 학술

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2012년 진각국사비 인접 지역을 1차 

조사지역으로 설정하여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금동풍탁은 2012년 1차 조사 시 월남사지 3층석탑 북

서편에 해당되는 10Tr에서 출토되었다. 여기에서는 4개의 

초석이 확인되었는데, 풍탁은 그 가운데 기와구조물 내부

에서 출토되었다.39 

풍탁은 높이 23㎝(고리포함 28㎝), 너비 8.4~9.1㎝, 두

께 0.6㎝ 정도이고, 금동으로 제작되었다. 금동풍탁은 20㎝

가 넘는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이러한 대형 풍탁으로는 감

은사지와 황룡사지 출토품,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금동풍

31 『삼국사기』 卷 第36 雜志 第5 地理3 武州條. “陽武郡 本百濟道武郡 景德王改名 今道康郡 領縣四”.

32 『식산문집』 別集卷四 月出條. “月出山 在朗州南 新羅稱月奈 高麗稱月生 南海諸山 天冠月出最著 月出尤勝 世稱小金剛 多道詵遺蹟 國初學祖大師 亦來居

云 九井峰 爲其極 從石穴上其巓 有九龍井 其下有道岬寺 寺藏佛珠鐵鶴 又有龍巖寺九層浮屠 有巨石如鐘 一人搖之有情 十人搖之亦不過 名曰動石 其下

古有動石寺 天星峰下 有瀑布 九折下成潭者七 有七池精舍 南有靑靑臺 佛頂峰 北有元曉臺 有甘泉 龍巖下曰雲車 曰馬車 曰鹿車 鹿車下曰鹿車洞 洞北有

孤山 石壁甚奇 山南道武境 有月南寺”.

 이만부는 전국의 유명한 산을 유람하면서 해당 산의 특징과 역사, 주변 지리에 대한 내용 등을 지행록(地行錄)으로 남겼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 홈페

이지(https://encykorea.aks.ac.kr), 「息山文集」편) 지행록에는 북쪽의 백두산부터 남쪽 한라산까지 전국의 유명한 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의 무등산, 영암 월출산, 나주의 금성산, 장흥의 천관산, 담양의 추월산, 순천 조계산 등이 소개되어 있다.

33 『범우고』, 康津條. “寺刹月南寺 在月出山高麗僧眞覺所刱有李奎報所撰碑”.

34 월남사의 연혁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23일 개최된 ‘月南寺의 變遷과 整備 活用’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던 이병희의 논고가 좋은 참고가 된다. 이병희, 2015, 

「高麗·朝鮮 初期 月南寺의 處地와 位相」 『월남사의 변천과 정비 활용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pp.27~59.

35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후삼국기 견훤(이병희, 1995, 앞의 논문, p.33), 고려 초(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강진군, 1989, 앞의 

책, pp.141~142), 12세기(진홍섭, 1995, 『韓國의 石造美術』, 문예출판사, p.235), 1210~1234년 사이(민현구, 1973, 앞의 논문, p.14 주24), 고려 중기 이

후(천득염, 1990, 『百濟系石塔의 造形特性과 變遷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7) 등 제설이 있다.

36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b,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추정탑지 발굴조사 자문위원회자료』, p.19, 2015년 8월 31일 현장설명회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탑지에서 출토된 기와류가 백제시기 평기와가 확실하다면 백제승 혜현과 관련하여 월남사지의 역사적 성격 파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7 김진희, 2015a, 「월남사지 발굴조사의 현황과 조성시기에 대한 재검토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4, p.102.

38 김진희는 월남사지의 가람배치를 강당-금당-쌍탑-중문을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회랑으로 연결하여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추정하였다. 김진희, 2015a, 앞의 

논문, pp.130~135.

39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2, 앞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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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동국대박물관 소장 단양 일명사지 출토 풍탁, 거창 천

덕사지 출토 금동풍탁이 있고, 2013년 충주 숭선사지 6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금동풍탁의 경우 31.9㎝로 현존 풍탁 

중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사진 9).40

금동풍탁의 형태는 평면은 방형이고, 측면은 제형이

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방형이긴 하나 약간 찌그러진 상태

이다. 측면에서 보면 약간 배부른 형태이다.41

탁신 가장자리에는 약간 도드라지게 문양대를 구획하

여 상감청자의 뇌문(雷文)과 유사한 문양이 표현되었다. 각 

면 상단에는 작은 ‘十’자형 투공이 있으며, 탁신 중하단에 

지름 9.1㎝정도 되는 대형 원문을 구획하고 그 내부에 범자

(梵字) 한 글자씩 넣어 네 면을 장식하였다. 거창 천덕사지 

출토 금동풍탁 각 면 모서리에도 문양대가 구획되어 당초

문이 표현되었다.42 특히 천덕사지 풍탁은 각 면 상단에 창

호형(窓戶形) 문양을 표현하여 이채롭다(사진 10).

탁신 중하단에 있는 범자는 옴( , oṃ), 아( , a), 훔

( , hūṃ), 브룸( , bhrūṃ)자이다.43 옴( , oṃ)과 아( , a)

자가 그리고 훔( , hūṃ)과 브룸( , bhrūṃ)자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구성이다(사진 11). 돌대형 원문 군데군데에 금

도금층 일부가 뚜렷하게 남아있다. 현존하는 풍탁과 비교

해 보면 월남사지 풍탁의 경우 범자가 중심문양으로 생각

될 정도로 큰 편이다. 고려시대 풍탁에서는 범자가 확인되

는 예가 있는데,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이나 직지사성보

박물관 소장품의 경우 높이가 모두 10㎝ 미만으로 범자 또

한 작다. 풍탁에 있는 범자의 경우 직지사성보박물관 소장

품은 아(a)자가 네 면을 장식하고 있고(사진 12), 상명대학

교박물관 소장 풍탁은 각기 다른 범자로 네 면을 채웠다

(사진 13).44 

40 충북일보 2013. 10. 7, ‘충주 숭선사터에서 국내 최대 풍탁 출토’ 참조. 남회랑지 서쪽 배수로 바닥 상면에서 출토된 금동풍탁은 동제바람판과 大定二十二年

壬寅(1182)銘 기와와 함께 출토되었다.

41 이영선의 분류에 의하면 월남사지 금동풍탁은 2形 梯形風鐸에 해당된다. 이영선, 2014, 앞의 논문, p.50.

42 안춘배, 1987, 「居昌 壬佛里 天德寺址 및 陜川 界山里 發堀調査槪報」 『영남고고학』 3, pp.135~136.

43 2013년 8월 27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김성범 당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現 경기문화재연구원장), 한성욱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범자연구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자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어 탁신에 있는 범자 중 ‘옴( )’, ‘아( )’, ‘훔( )’의 글자는 판독하였으나 나머지 범자에 대해서는 

보존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글자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나머지 ‘브룸’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일범(진각대) 선생님의 교

시가 있었다.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44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밝은 빛 맑은 소리 풍탁』, pp.127~129.

사진 9.   충주 숭선사지 출토 금동풍탁, 

고려 초기, 전체높이 31.9㎝, 

풍탁높이 28.5㎝, 너비 15.4㎝

(충청대박물관 제공).

사진 10.   거창 천덕사지 출토 금동풍탁, 

고려, 높이 22.8㎝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71).

사진 11.   강진 월남사지 금동풍탁  

범자 조합.

사진 12.   금동풍탁, 고려, 6.8×5.2㎝,  

직지사성보박물관 소장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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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판에는 치게와 결합되는 고리모양 연결부가 꽂혀 있

는 상태이고, 탁신을 때려 소리를 내게 하는 ‘十’자형 치게

와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결부에 바람판을 

매달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바람판은 남아 있지 않고 

‘十’자형 치게와 그 연결부는 보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탁

신과 분리된 상태이다(사진 14).45 

단양 일명사지 출토 청동풍탁은 동체가 반파되었고 

치게와 바람판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나 천판에서 바람판까

지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어 풍탁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

(사진 15).46 풍탁 내부에 치게가 남아있는 예는 거창 천덕

사지 금동풍탁이 있다(사진 10).

그런데 2014년 월남사지 금동풍탁을 보존처리하는 과

정 중, 브룸( , bhrūṃ)이 있는 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개천

(盖天)’으로 추정되는 음각 명문이 확인되었다(사진 16).47 

그 주변에는 다른 문양은 없고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명문만을 새겼다. 글자 자체가 날카롭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필획도 있지만 ‘盖天’으로 보기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盖天’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리를 통한 불교의 홍법(弘法) 혹은 중생

을 깨우치는 교화적인 기능을 가진 풍탁에 ‘盖天’이라는 명

문이 새겨졌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생각된다.

풍탁에 명문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고

45 ‘十’자형 치게는 길이 11㎝, 너비 13㎝이고, 치게와 연결되었던 부분은 길이 13㎝정도였는데, 처음에는 분리된 상태였다가 2015년 보존처리를 완료하면서 

치게와 연결부를 복원하였다.

46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앞의 책, p.57 도판 58 참조.

47 ‘盖天’의 음각명문은 당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이재성 학예연구사가 보존처리 과정에서 처음 확인한 후, 2014년 여름 한성욱 원장이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필자와 함께 풍탁을 실견하면서 ‘盖天’으로 1차 판독하였다. 그 후 2015년 5월 23일 한국중세사학회와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月南寺의 變遷

과 整備 活用’이라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김진희는 이 음각명문을 ‘盖天’으로 보고, 이를 승명(僧名)으로서 풍탁의 주조장(鑄造匠) 또는 감조관

(監造官)으로 추정하였다. 김진희, 2015b, 「月南寺址 發掘調査 現況과 造成 時期에 對한 再檢討」 『月南寺의 變遷과 整備 活用 學術會議 발표집』, p.131.

사진 13.   금동풍탁, 고려, 5.4×3.3㎝,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미륵

사지유물전시관 2011: 79).

사진 14.   복원된 월남사지 출토 금동

풍탁 십자형 치게와 연결부

(필자촬영).

사진 17.    ‘長信孝’銘 동제풍탁, 고려, 6.1×4.1㎝,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국립청주박물관 2014: 215).

사진 15.   단양 일명사지 출토 청동풍탁, 

고려, 전체 55cm, 풍탁높이 

25.5㎝, 동국대박물관 소장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57).

사진 16.   강진 월남사지 출토 금동

풍탁 음각명문 ‘盖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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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시대의 것으로는 1993년 청주 사직동 무심천변에서 일괄 

출토된 사뇌사 유물 중 ‘장신효(長信孝)’명 풍탁이 있다(사

진 17). 조선시대 것으로는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홍무

이십칠년(洪武二十七年)’명 풍탁이 있는데, 이 풍탁에는 ‘천

보산중회암사(天寶山中檜岩寺) ⋯ 금탁(琴鐸) ⋯’ 이라는 

명문이 있어, 1394년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

진 18).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동제풍탁에도 ‘정통원

년병진육월 사리◯풍탁조(正統元年丙辰六月 舍利◯風鐸

造)⋯’라는 명문이 있어서, 1463년의 제작연대와 함께 ‘풍

탁’이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음을 실물로 확인

시켜 주었다(사진 19).48

Ⅲ. 梵字와 명문의 의미

1. 梵字의 내용과 의미

월남사지 금동풍탁에는 지름 9.1㎝되는 원문 안에 비

교적 큰 범자가 탁신 네 면을 장식하고 있다. 범자는 주로 

고려와 조선시대 장식 문양의 하나로 애용되었다. 풍탁을 

비롯하여 반자와 향로, 범종, 운판 등 불교공예품, 석조 부

도 등의 석조물, 자기와 기와에서도 범자를 확인할 수 있

다. 최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전라북도 

순창군 운림리 농소고분 출토 고려시대 목관에서도 외면을 

장식한 범자가 확인되기도 하였다.49 그 동안 범자는 유물

의 문양 일부로만 간략하게 소개되는 정도였으나, 근래에는 

범자 그 자체 의미를 고찰한 연구성과도 있다.50

범자는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문자로 

쓰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브라흐미, 실담(Siddham), 란챠

(Laῇ-tsha) 등이 있다. 고려시대 범자에는 주로 실담문자와 

란챠문자가 사용되었는데, 월남사지 금동풍탁 범자의 경우

는 실담문자이다. 이 문자는 인도의 불교경전을 통해 중국

에 전래되었는데, 인도에서는 북인도를 중심으로 6~9세기

에 유행·발전하였고 동아시아에 전래된 가장 대표적인 범

자이다.51

조선시대 『진언집(眞言集)』에는 실담문자에 대한 해석

과 설명이 나오는데, 특히 다라니(陀羅尼)를 표현하는데 범

48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앞의 책, p.130.

49 문화재청, 2015. 8. 25, “금빛 범자로 장식된 고려 시대 목관, 극락왕생의 염원을 담다” 보도자료 참조.

50 범자의 의미와 내용과 관련된 논고는 다음과 같다.

 이용진, 2011a, 『韓國 佛敎香爐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용진, 2011b, 「고려시대 靑銅銀入絲香垸의 梵字 해석」 『역사민속학』 36; 엄기표, 2011, 

「고려~조선시대 梵字眞言이 새겨진 石造物의 현황과 의미」 『역사민속학』 36; 정문석, 2011, 「조선시대 梵鐘을 통해 본 梵字」 『역사민속학』 36; 고정룡, 

2012,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所藏의 高麗 梵字기와」 『문화사학』 38; 이상규, 2013, 「고려~조선시대 범자문 와당의 형식과 제작특성 고찰」 『선사와

고대』 38; 엄기표, 2014, 「高麗~朝鮮時代 梵字銘 기와의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역사와 담론』 7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1 이태승, 2011, 「高麗大藏經에 나타난 悉曇梵字에 대하여」 『인도철학』 32, pp.167~168.

사진 18.   양주 회암사지 출토 금탁, 조선 1394년, 22.6×30.0㎝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87).

사진 19.   동제풍탁, 조선 1436년, 높이 14.2㎝,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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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사용하였다. 다라니는 지혜 또는 삼매(三昧)를 뜻하는 

불교용어로 진언(眞言)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체로 장구(長句)로 된 것은 ‘다라니’, 몇 구절로 된 

짧은 것은 ‘진언(眞言)’, 한 자 두 자 등으로 된 것을 ‘주(呪)’

라고 하는 것이 통례이다.52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밀교를 중심으로 널리 유행되었

고, 진언 그 자체가 법(法)이라고 하였다.53 이러한 진언의 

유형에는 종자진언(種字眞言), 사천왕종자진언(四天王種字

眞言), 육자대명왕진언(六字大明王眞言), 정법계진언(淨法界

眞言), 준제진언(準提眞言), 법신진언(法身眞言), 삼밀진언(三

密眞言) 등이 있는데, 의미에 따라 수호결계진언, 호신안녕

진언, 실지성취진언으로 대별된다고 한다.54

진언 중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옴마니반

메훔’으로 일컬어지는 ‘옴마니파드메훔(oṃ ma ni pa dme 

hūṃ)’이다. 이 진언은 육자대명왕진언(六子大明王眞言) 혹

은 관자재보살미묘본심육자대명왕진언(觀自在菩薩微妙本

心六子大明王眞言)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육자진언이라고

도 한다.55 현존하는 향완, 범종 등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되

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보 제75호인 밀양 표충사 소

장 ‘大定17年(1177)銘 청동은입사향완’이다. 이 향완의 구연

부 전에는 원문 안에 한 글자씩 oṃ ma ni pa dme hūṃ(옴

마니파드메훔)이 은입사되어 있다(사진 20). 이 육자진언은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과 관련하여 고려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육자진언을 설하고 있는 

유일한 경전이라고 한다.56 

월남사지 금동풍탁 네 면에 있는 범자는 옴( , oṃ), 

아( , a)57, 훔( , hūṃ), 브룸( , bhrūṃ) 이다. 

옴( )은 진언의 모두(冒頭)에 독립하여 쓰는 최상의 

찬탄구이다.58 『진언집』에 의하면 모든 진언의 어머니로, ‘대

편조여래 사바세계석가변상(大遍照如來 娑婆世界釋迦變

相)’이고 부처님 멸도 후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주(呪)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불정(佛頂)의 명호(名

號)이기도 하다.59 특히 옴( )과 훔( )은 정형화된 형식으

로 진언의 앞과 뒤에 위치하면서 옴이 우주 법계를 전체적

52 홍법원, 1988, 『佛敎學大辭典』, p.2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 홈페이지(https://encykorea.aks.ac.kr) 다라니. 진언과 명주 그리고 다라니는 그 

어원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여래의 진실이 담겨 있으므로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명(無明)을 없애기 때문에 명주(明呪)라 하

는 것이며, 마음을 한곳에 통일하여 여래의 가르침을 억지(憶持)하기 때문에 다라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종석, 2015, 「진언·다라니 실담의 형성과 전

개에 관한 연구」 『진언·다라니 실담의 전래와 변용』, 2015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불교학술대회 발표집, p.9 주2 재인용.

53 김무생, 2005, 「眞言의 成立과 韓國的 流通」 『密敎學報』 7, p.22.

54 허일범, 2007, 『회당사상』, 우리문화사, p.182.

55 김무생, 1997, 「六子眞言 信仰의 史的 展開와 그 特質」 『韓國密敎思想硏究』, pp.551~552, p.556.

56 김무생은 11세기 초에서 말까지는 전래되었다고 보고, 이 시기에 육자진언 신앙도 수용되었다고 보았다. 김무생, 1997, 위의 논문, p.552, pp.565~566; 이 

외에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진언집으로는 『梵書摠持集』이 있는데, 현재 고려 의종 4년(1150)~14세기 말까지 일곱 건의 간행 사례가 있다고 한다. 『梵書

摠持集』은 범자 다라니 모음집으로 『大日經』과 『金剛頂經』, 기타 다른 경전에서 발췌한 다라니를 수록한 것이다. 김무생, 1997, 위의 논문, p.577; 김수연, 

2015, 「고려시대 간행 『梵書摠持集』을 통해 본 고려 밀교의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41, pp.204~205.

57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의 아( , a)자는 오른쪽 상단에 반달형의 필획이 부가되어 장음으로 표현되었다(허일범 선생님의 교시에 의한다).

58 도쿠야마 키쥰(德山暉純), 1976, 『梵字手帖』, 木耳社, p.3.

59 임근동, 2003, 「국내 실담문자(dhāmātikā)를 통한 천수진언의 산스크리트 의미해석」 『印度哲學』 13, p.276.

사진 20.   大定 17年(1177)銘 청동은입사향완, 높이 27.4㎝, 입지름 26.2㎝, 

밀양 표충사 소장(문화재청 2008: 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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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징하여 진언의 입장에서 보면 육자진언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 즉 ‘옴마니파드메훔’ 그 자체를 의미한다.60

아( )는 태장계 대일여래 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

도 쓸 수 있는 범자로 알려져 있다.61 『대일경(大日經)』 게송

에는 아자는 ‘모든 진언의 핵심으로 이로부터 두루 무량한 

모든 진언이 유출되어 능히 교묘한 지혜를 낸다’고 하였다.62 

『진언집』에서는 ‘일체자(一切字)의 본모(本母)’, ‘일체여래(一

切如來)의 보리심(菩提心)’, ‘일체여래(一切如來)의 진여묘

체(眞如妙體)’, ‘일체여래(一切如來)의 전신사리(全身舍利)’, 

‘일체중생의 본성(本性)’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옴( )과 마

찬가지로 진언의 모두에 쓰이는 최상의 찬탄구이다.63

훔( )은 주술에 사용되는 신비한 음으로 『진언집』에

서는 ‘진심종자(眞心種子)’, ‘아촉여래(阿閦如來)’, ‘동방유리

광불(東方琉璃光佛)’이라 하고, 더러움과 죄악을 없애주고 

보리심을 발하게 하며 모두 정토를 염원함에 귀의케 하여 

‘정결하게 하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다.64 옴( )과 함

께 진언 앞과 뒤에 위치하면서 개별적 존재 속에 활동하는 

우주적 생명원리를 의미하여 ‘옴마니파드메훔’의 덕성이 개

별 수행자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체험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다.65

브룸( )은 금륜불정(金輪佛頂)의 일자진언(一字眞言)

으로, 한자로는 勃嚕唵(bhrūṃ)이고 婆(bha), 羅(ra), 嗚(ū), 

摩(ma)의 합성어이다. 삼신진언(三身眞言)인 唵僕缺(oṃ 

bhuḥ khaṁ), 삼밀진언(三密眞言)인 옴 아 훔(oṃ a hū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66 불정(佛頂)의 의미로 일자정륜

왕(一字頂輪王)·일자륜왕(一字輪王)·금륜불정왕(金輪佛

頂王)등으로 번역된다. 또한 일체결합(一切結合)이라는 의

미가 있다.67 

이들 네 자는 각각 그 자체에 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옴’은 모든 진언의 어머니라고 하였는데,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진언의 어

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언이 ‘옴’에서 시작되었음을 의

미한다. ‘아’의 경우도 ‘모든 진언의 핵심’이요, 어떠한 경우

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옴’자와 동일한 의미로 풀

이된다. ‘훔’은 ‘옴’과 함게 진언 앞과 뒤에 배치된다는 점에

서 진언의 시작과 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상당한 비중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룸’은 글자 자체에 최상의 의미가 

있는 ‘옴’, ‘아’, ‘훔’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브룸’ 

자체적으로 최존최승(最尊最勝)의 의미가 있고68 이와 아

울러 일체결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옴( )이 진언을 대표

하는 최상의 찬탄구(讚歎句)이듯 ‘브룸’ 또한 최상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범자에 최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

라 최고(最古)의 진언집인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 서문 

중 범자의 불가사의한 신용(神用)에 대한 문답내용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범서총지집』 서문에는 『현밀원통성불심

60 김무생, 1997, 앞의 논문, pp.11~12.

61 도쿠야마 키쥰(德山暉純), 1976, 앞의 책, p.5.

62 『대일경』 阿闍梨真實智品第16(TOS4S : 0038a17). “⋯ 所謂阿字者  一切真言心  從此遍流出  無量諸真言  一切戲論息  能生巧智慧  祕密主何等  一切真
語心 ⋯”.

63 이용진, 2011a, 앞의 논문, p.214.

64 임근동, 2003, 앞의 논문, pp.289~290; 이용진, 2011a, 앞의 논문, p.213.

65 김무생, 1997, 앞의 논문, pp.11~12.

66 허일범선생의 교시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삼밀이란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꼽는 세 가지 업, 즉 신(身), 구(口), 의(意)를 말한다. 이 세 가지로 인해 짓게 되

는 업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을 쌓아 성불(成佛)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히 밀교(密敎)에서 중요시되는 수행방법이다. 삼밀 중 구밀(口密)은 진언(眞言)을 암송

하는 수행법이며, 신밀(身密)은 몸으로 닦는 수행법으로서 특히 손으로써 상징적인 모양을 만드는 수인(手印)이 대표적이다. 의밀(意密)은 마음으로 관상(觀

想)하는 것으로서, 불보살의 존상(尊像) 등을 그려 놓은 그림을 보면서 수행하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tra.re.kr, 三密.

67 도쿠야마 키쥰(德山暉純), 1976, 앞의 책, p.23.

68 주6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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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集)』을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범자

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몸체(體)인데, 이것이 제불보살의 심

신(心身)이며, 이 체(體)는 상(相)을 여윈 법계(法界)임과 아

울러 교리의 행과(行果)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신용(神用)

이 있다고 하였다.69 범자 한 글자 한 글자 그 자체가 불보살

의 마음과 몸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 교리를 실행해야 하

는 목적이자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범자에는 최

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위 네 자는 다른 범

자 보다 더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옴, 아, 훔(oṃ a hūṃ)은 삼밀진언으로 알려져 있

다. 여기에 일체결합을 의미하는 브룸(bhrūṃ)이 추가된 것이

다. 다시 말해 삼밀진언인 옴, 아, 훔과 그것을 일자(一字)로 

결합할 수 있는 브룸의 조합 및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삼밀진언(三密眞言)으로 알려진 옴( ), 아( ), 훔( )

은 밀교 태장계 만다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삼밀은 신(身), 구(口), 의(意)를 의미한다. 밀교의 삼밀

수행법에서는 수행자의 ‘身口意’를 우주 근본원리인 법신불

의 ‘身口意’와 감응시켜 그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데, 특히 

즉신성불(卽身成佛)하기 위하여 주문을 외우는 진언수행법

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고 한다.70 

이러한 수행법을 의미하는 삼밀진언에 브룸( )자가 

더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월남사지 풍탁에 장식된 범

자의 의미는 일체 근본원리인 법신불에 감응할 수 있는, 즉 

불교의 교조인 부처가 설한 法(교리) 혹은 그 자체로서 최

상의 존격인 佛과 결합되기를 갈망하는 의지의 표현을 최

고(最高)의 의미가 있는 옴( ), 아( ), 훔( ), 브룸( )의 

조합으로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더하여 진언 자체에 내재된 공덕성취를 위한 수

단의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 유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범자가 여섯 자에서 네 자로 줄어들기도 하

고, 한 글자로만 표현되기도 하며71 이형(異形)이나 변형되

는 등의 현상이 범자의 교의적 탐구나 이해보다는 실천적

인 공덕에 비중을 둔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72 이는 육자진언이 재난구제로 대표되는 관음신앙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73 『대승장엄

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에는 ‘육자대명다라니를 서사(書

寫)하면 팔만사천법장을 서사한 것과 다름없고, 하늘의 금

과 보배로 미진수 여래상을 조성하여 날마다 경찬공양(慶

讚供養)하여도 육자대명왕다라니 한 글자를 서사하여 얻

는 공덕과 같지 못한다’고 하였다.74 이것은 육자진언의 서

69 김수연, 2012, 『高麗時代 密敎史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85~186; 『顯密圓通成佛心要集』 卷2(T1955, 0995b02). “問曰何以梵字皆有

如是不思議神用 答謂每一一字即體 是諸佛菩薩身心故 又即體是離相法界故 又即體是教理行果故 所以有不思議神用”.

70 선상균(무외), 2011, 「불교수행에 있어서 眞言의 역할」 『密敎學報』 10, pp.56~57; 엄기표, 2011, 앞의 논문, p.60~75.

71 한 글자의 범자로만 장식된 유물로는 통도사 소장 보물 제334호인 청동은입사향완이 대표적이다. 이 향완의 노신에는 동일한 ‘옴’자 4개를 장식하였다.

72 김무생, 1997, 앞의 논문, p.571.

73 공덕을 쌓음으로써 관음보살이 여러 재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최충헌의 아들 최상국(최상국은 최충헌의 아들 최우)

이 거란병을 물리치기 위해 관음상을 조성했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그가 ‘『大悲陀羅尼神呪經(대비다라니신주경)』을 살펴보니 환란이나 원적(怨敵)이 침

범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고 귀마(鬼魔)가 어지럽히는 일이 있으면 대비(관음보살)를 조성하여 지극히 공경하면 모든 환란이 소멸된다’고 하면서 관음보살 조

성의 공덕으로 외침을 막아보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동국이상국집』 第41卷 釋道疏 崔相國攘丹兵畫觀音點眼踈.

 “聖智難思 衆生所倚 若以千手千眼之方便 權示梵威 雖云萬馬萬步之精強 卽爲我虜 嗟彼戎羯 擾吾封疆 流腥臭之淫夷者 自北自東 被毒牙之呑噬者 無老

無幼 原其迹素 縱天資虐戾之使然 省厥因由 示國政陵夷之所自 宜其懺悔 弭此禍殃 若弟子者 處論思之司 無守禦之計 捨幣禱神兮神莫顯應 泣血號天兮天

若不聞 勢已垂窮 計將安出 謹案大悲陁羅尼神呪經云 若患難之方起 有怨敵之來侵 疾疫流行 鬼魔耗亂 當造大悲之像 悉傾至敬之心 幢蓋莊嚴 香花供養 

則擧彼敵而自伏 致諸難之頓消 奉此遺言 如承親囑 玆倩丹靑之手 用摹水月之容 吁哉繪事之工 肖我白衣之相 罄披霞懇 仰點蓮眸 伏願遄借丕庥 仍加妙

力 如至仁廣大 憚令醜類以盡劉 以無畏神通 俾反舊巢而自却”.

74 『불설대승장엄보왕경』 卷4(T1050, 0061c04). “⋯ 若有人書寫此六字大明陀羅尼者 則同書寫八萬四千法藏而無有異若有人以天金寶 造作如微塵數如來應

正等覺形像 如是作已 而於一日慶讚供養 所獲果報不如書寫此六字大明陀羅尼中一字所獲果報功德 ⋯ (하략)”. 김무생, 1997, 앞의 논문, p.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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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하여 공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월남사지 출토 

풍탁에 있는 범자 조합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의 옴( ), 아( ), 훔( ), 브룸

( )의 조합은 현재까지 알려진 범자 유형 중 유일한 것이라

고 한다.75 이처럼 네 자의 범자 조합 해석에 대해서는 최상

의 의미를 가진 범자를 조합한 것, 사방 즉 동서남북을 의

미하는 것, 그리고 밀교 태장계 사불(四佛)을 의미하는 경

우, 그 외 독립적 의미가 있는 것 등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

가 있다.76

2. 음각 명문의 의미

월남사지 금동풍탁은 비교적 큰 규모에 비해 주조상

태 또한 매우 정교한 편이다. 비록 분리된 상태이나 치게도 

남아있고, 탁신 외연의 뇌문형 문양이나 범자 등 잔존 상태

가 양호하다.

그런데 2014년 보존처리 과정에서 브룸( )자가 있는 

면 하단에 ‘盖天’이라는 음각 명문이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이 명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盖天’의 명문부터 보자면, ‘盖’는 상단 ‘ ’ 중 

‘三’ 중앙 위에서 내려오는 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

단의 ‘皿’자는 날카로운 도구로 썼기 때문인지 삐쳐나간 획

이 보이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皿’자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형태를 ‘盖’자로 보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사진 15). 다

음은 ‘天’자인데, 얼핏 보면 아래의 두 획이 연접되고 가장 

상단 필획이 수평으로 뉘여진 ‘ ’자로 볼 수도 있다.77 

이 명문을 ‘盖六’으로 본다면 그 의미는 두 가지 해석

이 가능할 것 같다. 하나는 ‘盖’자가 일반적으로 뚜껑을 의

미하고, 다음 글자가 ‘六’자이기 때문에 ‘뚜껑 여섯 개’, 혹

은 ‘여섯 번째 뚜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풍탁에 쓰여

진 ‘盖’자를 과연 ‘뚜껑’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혹은 ‘盖’자

를 풍탁으로 지칭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헌기록과 현존

하는 유물 중에서 풍탁을 칭하는 것으로는 앞에서 언급했

던 북위 영녕사의 ‘금탁(金鐸)’이 있고, 1394년에 제작된 양

주 회암사지 출토 풍탁은 ‘금탁(琴鐸)’으로, 1463년에 제작

된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동제풍탁에는 ‘풍탁(風鐸)’

이라는 명문이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풍탁제작과 관련된 인명으로 볼 수

도 있다.78 고려시대 금속공예품 중 반자, 향완, 범종 등에서 

장인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79 가장 대표

적인 인물이 바로 ‘한중서(韓仲敍)’이다. 그는 13세기 초에

서 중엽까지 활동한 고려시대 뛰어난 주금장(鑄金匠)이자 

관장(官匠)이었다. 시위군(侍衛軍)에서 시작하여 별장동정

(別將同正)이라는 무산계(武散階) 정7품의 관직까지 올랐

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5점의 작품에는 그가 장인임을 알 

수 있는 ‘장(匠)’이나 ‘대장(大匠)’, ‘공인(工人)’이라는 명문

이 3점에서 확인된다.80 나머지 2점에서는 한중서가 장인임

을 알 수 있는 명문은 없으나 그의 관직명이 있다.

그렇다면 사장(私匠)의 경우는 어떨까? 사장은 관직명

은 없고, ‘장(匠)’, ‘장인(匠人)’ 그리고 이름만 밝힌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도 장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匠)’, 

‘장인(匠人)’, ‘조(造)’, 거주지 혹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인

75 허일범 선생님의 교시에 의한다.

76 이용진, 2011a, 앞의 논문, pp.213~216.

77 주4) 참조.

78 김진희는 ‘盖天’을 僧名으로 풍탁의 鑄造匠 또는 監造官으로 추정하였다. 김진희, 2015b, 앞의 논문, p.131.

79 최응천, 2004, 「고려시대 金屬工藝의 匠人」 『美術史學硏究』 241, pp.182~189. 고려 공예품에 기록된 장인 참조; 이용진, 2011a, 위의 논문, pp.226~227.

80 한중서가 제작한 금속공예품 5점은 다음과 같다. ‘侍衛軍仲敍’(국립동경박물관소장, 崇慶二年 高嶺寺銘 飯子, 1213년), ‘匠韓仲敍’(내소사 소장, 靑林寺鐘, 

1222년), ‘大匠韓仲敍’(戊戌銘 神龍寺 小鐘, 1238년), ‘別將同正韓仲敍’(戊戌年 福泉寺 飯子, 1238년), ‘工人別將同正韓仲敍’(壬子年 智異山安養社 飯子, 

12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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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같이 쓰고 있어서 장인의 이름만 확인되는 경우는 거

의 없다.81 결국 현존하는 고려시대 불교 금속공예품에서 

확인되는 명문에 장인의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장인임을 

알 수 있는 ‘장(匠)’, ‘장인(匠人)’, ‘대장(大匠)’이나 출신지나 

활동지역을 나타내는 단어, ‘조(造)’자를 인명과 같이 쓰고 

있어서 인명만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유물 중 명문이 있는 풍탁은 많지 않다. 그 

중 청주 사뇌사(思惱寺) 일괄출토 유물에 ‘장신효(長信

孝)’명 동제풍탁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장신효(長信孝)’ 

역시 발원자이거나 제작자 이름으로 보고 있다.82 그런데 

향완이나 반자, 향로의 경우 그 명문을 보면 향완은 구연

부 전 밑에, 반자는 측면에 주로 새겨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다. 하지만 ‘장신효’는 한쪽 면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따라

서 명문 위치를 고려한다면 ‘장신효’는 인명이 아닐 가능성

이 높다.83

하지만 이 글자를 ‘六’이 아니라 ‘天’으로 본다면 ‘盖

天’이 되어 석가모니 법음을 선양하기 위한 풍탁의 기능과

과 부합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석가모니의 법음이 풍탁에

서 나는 소리를 통해 온 세상을 덮어 널리 퍼지게 하는 기

능적 역할과 합치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盖天’의 의미

는 풍탁의 기능적인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생각된다.84

이 풍탁을 제작했던 장인은 풍탁의 기능과 의미를 이

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풍탁을 

제작한 후 마지막 절차로서 풍탁이 내는 소리 즉 석가모니

의 가르침인 법음(法音)이 시방세계에 퍼짐과 동시에 이로 

인해 사부대중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바램과 자신이 

풍탁을 제작했음을 나타내는 공덕의 의미로 이 명문을 새

겼는지도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불교 금속공예품의 명문 위치를 고려하면 

81 최응천, 2004, 위의 논문, pp.173~175, 182~189 자료. 고려 공예품에 기록된 匠人 참조; 홍영의, 2015, 「고려 경외(京外)·민간(民間) 장인(匠人)의 활동과 

기술의 전이(轉移) 과정」, 제105회 한국중세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99~105 표1~표3 참조.

82 2014년에 발간된 『청주 思惱寺 금속공예』 학술조사보고서Ⅰ·Ⅱ에서는 이 명문을 발원자 또는 제작자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추정하였고, 건물의 지붕 끝에 달

리는 풍탁 보다 크기가 작아 실내용 의식구나 장엄구에 달렸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응천, 2014, 「思惱寺 유물의 성격과 의의」 『청주 思惱寺 금속공예』 학술조사

보고서Ⅰ, 국립청주박물관, p.64; 신명희, 2014,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 명문 재검토」 『청주 思惱寺 금속공예』 학술조사보고서Ⅱ, 국립청주박물관, p.64, 251.

83 ‘장신효(長信孝)’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고려 16대 예종(睿宗, 재위기간 1105~1122)의 후비인 숙비최씨(淑妃崔氏, 미상~1184년)가 ‘장신궁주(長信宮

主)’로 불렸다는 점이다. 『고려사』 卷88 列傳 卷第1 后妃 睿宗 后妃 淑妃 崔氏條. “淑妃崔氏 叅政湧之女 選入宮 號長信宮主 仁宗七年 封淑妃 二十二年 贈

其父湧 守司空尙書右僕射叅知政事 明宗十四年卒”. 예종과 숙비최씨 사이에서는 왕각관(王覺觀, 1120~1174)이라는 아들이 있다. 그는 18세에 승과에 합

격하여 승려가 되었고, 후에 현화사 주지까지 역임했다고 한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王覺觀 참조. 혹 長信

宮主 숙비최씨의 아들 왕각관이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풍탁에 명문을 남기지 않았을까? 왕각관이 ‘長信宮主’의 ‘長信’에, 아들로서 어머니를 위해 ‘孝’자

를 추가하여 새겼을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법상종 최대 사찰이었던 현화사의 주지까지 엮임했던 왕각관이 왜 조

계종 계통으로 추정되는 사뇌사(혹은 사내사)에 어머니를 위한 풍탁을 제작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뇌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

으나, 진각국사 혜심이 하안거를 지냈던 점에서 사뇌사가 조계종 계통이었지만(최응천, 2014, 앞의 논문, p.66) 그 이전에는 법상종 계열 혹은 다른 종파였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인근 무위사 또한 태종 7년(1407)에 지정된 자복사(資福寺) 현황에서 천태종 사찰로 나와 어느 시기엔가 천태종으로 종파의 변화가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병희, 2015, 앞의 논문, p.55; 사찰 종파의 변화에 대해서는 진정환, 2013, 「任實 珍丘寺의 所屬 宗派 變化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40, 

pp.85~108 참조. 여하간 청주 사뇌사에서 혜심이 상당법회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하나는 왕각관의 어머니인 숙비최씨가 아들 보다 더 오래 살

았다는 점이다. 숙비최씨가 먼저 죽고 왕각관이 어머니 보다 늦게 사망했다면 위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겠으나, 왕각관이 먼저 죽었다는 점에서 어머니를 위

하여 ‘장신효(長信孝)’라는 명문을 새겼다는 개연성이 쉽게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생존했을 당시에 풍탁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長信’이라는 명문이 동일하다는 점과 사뇌사에서 일괄출토된 유물에서 알 수 있는 상·하한연대가 왕각관의 생몰시기와 겹쳐 흥미롭다.

84 『漢韓大辭典』에는 蓋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고대 중국의 천체학설(天體學設)의 하나로, 하늘은 삿갓처럼 땅 위를 덮고 있고 땅은 쟁반을 엎

어 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여, 日月星辰이 하늘을 따라 움직이며 그것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遠近의 문제이지 땅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

니라는 설이다.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2007, 『漢韓大辭典』 11, 단국대학교출판부, p.1043; 그리고 『詳解 漢字大典』에서는 蓋자에 ‘邑名’과 ‘姓’의 

의미도 있다고 하였다. 이가원·장삼식 편저, 1972, 『詳解 漢字大典』, p.1325; 하지만 필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풍탁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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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에 새겨진 ‘盖天’은 풍탁제작과 관련

된 인명이 아니라, 법음(法音)으로 상징되는 풍탁의 소리가 

하늘을 덮어 시방세계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상징적

이면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의 제작시기

앞 장에서는 풍탁의 네 면에 있는 범자와 그 조합의 

의미, 한쪽 면에 새겨진 ‘盖天’이라는 음각명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금동풍탁의 제작시기는 언제일까? 

우선 풍탁이 확인된 10Tr에서 공반 출토된 유물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고려청자와 소량의 어골문, 

선조문 평기와 편이 확인되었다.85 따라서 출토된 청자를 

고려한다면 풍탁의 제작시기는 고려시대로 특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풍탁은 기존 연구성과에 의하면 전기와 후

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10~12세기)에 해당되는 풍탁은 평

면의 경우 원형도 있으나 타원형이 많고, 하부에 2개의 릉

(稜)이 있는 형태가 특징이다. 후기(12세기 후반~14세기)에

는 평면은 방형이 대부분이고, 측면은 배가 부른 형태의 제

형이 많으며, 릉도 1개가 다수이다.86 전자를 대표하는 것은 

충주 숭선사지 출토 풍탁이다. 숭선사지 출토 풍탁은 10세

기경의 삼성미술관 리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금동풍탁과 비교하여 크기·형태·의장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고려 전반기로 추정되었다.87 후자를 대표하는 

풍탁은 천덕사지 출토 풍탁이다. 이 풍탁은 귀목문와당과 

함께 출토되어88 그 제작 연대를 12세기로 보았다.89 10세

기로 추정되는 숭선사지 출토 풍탁은 천판 위가 볼록한 형

태인데, 천덕사지 출토 풍탁 또한 천판이 약간 볼록하여 그 

이후 시기까지도 영향이 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

불어 앞장에서 언급한 청주 무심천변 출토 ‘장신효’명 풍탁

은 소형이지만, 측면이 제형이고 천판 또한 볼록하다. 하지

만 배부른 형태가 아니고, 문양도 없어서 천덕사지 풍탁 보

다는 시기적으로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은 배가 부른 형태로 평면은 

방형이고, 밑면은 토압에 눌린 듯 약간 휘어져 있다. 측면

85 강진군·(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a, 앞의 책, p.174.

86 이영선, 2014, 앞의 논문, pp.53~62.

87 충주시·충청대학교박물관, 2016, 『忠州 崇善寺址 -6차 발굴조사 보고서-』, p.148.

88 안춘배, 1987, 앞의 논문, pp.135~136.

89 이영선, 2014, 앞의 논문, p.61.

숭선사지 출토 풍탁, 고려 초기, 

높이 31.9㎝(충주시·충청대학교박물관 

2016: 108).

‘長信孝’銘 동제풍탁, 고려, 

높이 6.1㎝ 

(국립청주박물관 2014: 215). 

천덕사지 출토 풍탁, 12세기 추정, 

높이 22.8㎝(안춘배 1987: 136).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 13세기  

중후반 추정, 높이 23㎝(강진군·민족

문화유산연구원 2015a: 317).

그림 1. 고려 후기 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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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형이고 천판은 편평하다. 따라서 제작시기를 고려후기

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월남사지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경우 그 중심 시기가 13세기 전·중반을 전후하여 1세기 동

안 지속되고 있어서90 월남사지 풍탁의 제작시기를 고려후

기 즉 12세기 후반~13세기라고 지적한 연대91와 공통분모

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청주 무심천변 사뇌사 일괄출토 유물 중에는 

‘장신효’명 풍탁을 포함하여 11점의 풍탁이 출토되었는데, 

각 면 탁신 상단에 삼환문(三環文)이 투조되고, 모서리에

는 돌대가 있으며, 천판도 편평한 동일한 형태의 풍탁 3점

이 있다. 삼환문이 있고, 탁신 모서리 돌대에 문양이 없으

며 배부름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이 월남사지 풍탁과 다

르다. 이들 3점의 풍탁은 12세기 후반~13세기경으로 추정

되어93 역시 유사한 시기를 보이고 있다. 월남사지와 사뇌사 

모두 혜심과 관련된 사찰이고, 두 곳 모두 풍탁이 출토되어 

흥미롭다.

사뇌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진각국사 혜심이 

사뇌사에서 하안거와 함께 설법한 기록이 확인된다는 점

이다.92 사뇌사에서 하안거를 보내고, 상당(上堂) 즉 법당에 

올라 설법했다는94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혜심의 말

년 행적을 감안하면 사뇌사에서의 하안거와 상당은 아마도 

1233년 이전이 아닐까 생각된다.95 1233년 이전 시기는 앞

에서 언급한 월남사지 출토 청자의 중심시기와, 12세기 후

반~13세기라고 추정하였던 월남사지와 사뇌사 출토 풍탁

의 제작연대와도 중복되는 시기이다.

혜심은 출가하기 전부터 항상 경전을 외우고 다라니

를 지송(持誦)했다.96 수선사와 함께 고려 후기 신앙결사운

동의 또 다른 축을 담당했던 백련사의 요세(了世, 1163～

1245)도 준제주(准提呪)를 염송하는 것이 일과였다고 한

다.97 고려후기에는 대외적인 외침과 함께 국내 정정의 불안

과 반란 등으로 국가적인 밀교행사가 잦았고, 이와 아울러 

위 사례와 같이 개인적인 다라니 신앙 또한 발전하였다. 그 

결과 다라니 관련 경전의 간행도 자연스럽게 빈번하게 이루

어졌는데, 현존 밀교 경전 35건 중 7건이 무신집권기를 포

함하는 13세기대 유물이라고 한다.98 범자의 유행이 밀교와 

관련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위 시기는 주목

된다고 하겠다.

월남사지 금동풍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금속

공예품인 청동향완을 들 수 있다. 청동향완에도 범자가 장

90 김진희·백은경, 2013, 「康津 月南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現況과 性格」 『최근 출토 강진 고려청자의 의의』 제15회 고려청자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집, p.96, p.103.

91 이영선 또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영선, 2014, 앞의 논문, p.61.

92 “四月 西原府 思惱寺 夏安居 上堂云 安居三月九旬 坐斷千夭百怪 若非翳在眼睛 爭見花生空界 所以道 狂心處卽是菩提 一切智通無障礙 卓拄杖”. 김영욱 

역해, 2004, 위의 책, p.232; 최응천, 2014, 앞의 논문, p.50; “思惱寺 在西原府(今忠淸北道淸州) 曹溪眞覺國師語錄有西原府思惱寺夏安居上堂”. 권상로 편, 

1979, 『韓國寺刹全書』 上卷, 동국대학교출판부, p.592.

93 이영선, 2014, 앞의 논문, p.83.

94 上堂은 법당중앙에 사각의 壇으로 만들어진 법좌에 올라앉아 거행하는 설법을 말한다. 이동준, 1993, 「曹溪眞覺國師語錄의 구성과 내용상 특성」 『普照思想』

7, p.147; 김영욱 역해, 2004, 위의 책, p.8.

95 그가 54세 되던 1231년에 경북 예천군의 普門寺와 팔공산 정혜사의 淸凉窟을 찾아가 그의 스승인 지눌을 추모했고(조명제·김탁·정용범·원경(이상섭) 역

주, 2007, 앞의 책, p.28; 권상로 편, 1979, 앞의 논문, p.485), 1234년 월등사로 이거하기 전 1233(계사년) 11월 수선사에 있을 때에는 병세를 보였다. 조명

제·김탁·정용범·원경(이상섭) 역주, 2007, 앞의 책, p.78; 그런데 혜심이 천여 명을 거느리고 西原(청주)을 가는 길에 公州牧 維鳩驛에 머물렀다는 일화가 

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청주로 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명제·김탁·정용범·원경(이상섭) 역주, 2007, 앞의 책, p.92.

96 조명제·김탁·정용범·원경(이상섭) 역주, 2007, 앞의 책, p.71; 김수연, 2012, 앞의 논문, p.193; 이규보, “월남사지진각국사비”,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

시스템 참조. “⋯ 然常念經持呪 久乃得力 喜毁斥淫巫妖祠 或往往救人病有効 ⋯(하략)”.

97 김수연, 2012, 앞의 논문, p.194.

98 김수연, 2012, 앞의 논문, pp.194~195.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 ⋯ 每禪觀誦授之餘 誦法華一部 念准提神呪一千遍 彌陀佛號一萬聲 以爲日課⋯(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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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된 경우가 많다. 그 중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은 구연부 

뒷면과 원반 내부에 ‘대정십칠년정유유월팔일(大定十七年

丁酉六月八日)⋯’이라는 명문이 있어, 1177년에 제작되었음

을 알 수 있고,99 구연부 전에는 ‘옴마니파드메훔’의 범자와 

노신(爐身)에는 ‘옴아흐리히훔( )’이 은입사되어 

있다.100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함평궁주방(咸平

宮主房)’銘(명) 청동은입사향완도 주목된다. 이 향완은 함

평궁주(咸平宮主)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함평궁주는 고

려 희종(1204~1211)의 비인 성평왕후(成平王后) 임씨인데, 

그녀는 1211년에 ‘함평궁주’로 봉해졌고, 1247년에 사망했

다.101 따라서 이 향완은 1247년 이전에는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향완 또한 노신에 ‘옴마니파드메훔’의 육자진언

에서 ‘메’와 ‘훔’이 빠진 ‘옴마니파드’ 4자만 은입사되어 있

다.102 결국 향완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구연부 전의 6자 범

자가 노신의 4자 범자로 변화를 보이는 시점이 ‘함평궁주

방’銘 청동은 입사향완의 제작연대인 1247년이라는 점이

다.103 비록 월남사지 금동풍탁이 향완과는 다른 유형이고, 

향완에서 보여주는 범자의 변화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더

라도 풍탁의 형태 자체가 네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서 월남사지 금동풍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남 보성 대원사에 수선사 제 5세인 ‘자진원

오국사 천영(慈眞圓悟國師 天英)’(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35호)의 부도가 있는데, 이 부도 탑신석에는 ‘자진원오국사

정조지탑(慈眞圓悟國師淨照之塔)’의 명문이 있고 그 반대

편에 세 글자의 범자가 새겨져 있다. 범자는 ‘옴 아 훔(   

)’ 즉 삼밀진언이다(사진 21). 이 부도는 천영이 열반에 든 

직후인 1286년 6월 9일에 건립된 것으로,104 13세기 후반

의 범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월남사지 금동풍탁의 범

자는 삼밀진언과 브룸의 조합이라고 앞 장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월남사지 금동풍탁의 제작시기는 6자 범자에서 4

자 범자로 축약되는 변화를 보이는 ‘함평궁주방’명 향완의 

제작 하한연대인 1247년과 삼밀진언이 새겨진 1286년 건립

의 천영 부도 사이 중간쯤에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

국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은 13세기 중반경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함평궁주방’명 향완의 ‘옴’자와 월남사지 금동풍탁 

‘옴’자의 글자체도 눈에 띈다. 위 세 유물의 옴( )자를 비교

한 것이 <사진 22>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나 각 유물

에서 보이는 옴자에서 미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옴자

의 하단부 필획이 꺾어져 왼쪽 사선으로 올라가는 정도라

든가 오른쪽 반달형의 필획의 위치나 형태에서 월남사지 금

동풍탁과 ‘함평궁주방’명 향완의 옴자는 거의 유사하다.

99 문화재청, 2008, 『문화재대관 국보 금속공예』, p.269 주5 참조. 

100 이용진, 2011a, 앞의 논문, p.217;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1997, 『우리나라 金屬工藝의 精華 入絲工藝』, p.104.

101 『고려사』 卷88 列傳 卷第1 后妃1 熙宗 成平王后任氏條. “熙宗 成平王后任氏 宗室寧仁侯稹之女 諱稱任氏 熙宗七年 封爲咸平宮主 ⋯ (중략) ⋯ 高宗

三十四年薨⋯”.

102 이용진, 2011a, 앞의 논문, p.213. 노신에 ‘옴마니파드’만 은입사된 경우는 통도사 소장 청동은입사향완에서도 확인된다. 

103 이용진, 2011b 앞의 논문, p.17.

104 조명제·김탁·정용범·원경(이상섭) 역주, 2007, 앞의 책, p.122.

사진 21.    보성 대원사 자진원오국사 천영의 부도(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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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자 자체에서 전해지는 분위기 다르다. 월남

사지 금동풍탁의 옴자는 힘이 있고 자신감 있는 필체인데 

반해, ‘함평궁주방’명 향완과 자진원오국사정조지탑의 옴자

는 재료의 특성상 좀 더 부드럽고 정제된 분위기가 느껴진

다. 훔( )자의 경우 大定 17年(1177)명 향완은 자유분방하

고 날카로운 곡선이라고 한다면 월남사지 금동풍탁은 정돈

되고 차분하며 밀집된 형태이다(사진 23). 자진원오국사정

조지탑의 훔자는 상단만 제외하고는 동일한 글자인지 의심

스러울 정도로 많이 다르다.

아( )자는 오른쪽 필획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다. 

월남사지 풍탁의 것이 전체적으로 필획이 날카롭고 힘이 

있다면 자진원오국사정조지탑의 것은 보다 부드러운 형태

이다. 至正 12年(1352) ‘용장선사(龍藏禪寺)’명(銘) 향완의 

아자는 좀더 뭉특해졌다. 월남사지 금동풍탁의 범자는 대

체적으로 필획에 힘이 있고 날카로운 반면 후대로 갈수록 

부드러워지면서 정돈되며 뭉특해지는 범자를 볼 수 있다

(사진 24).

브룸( )자는 그 예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월남사지 금동풍탁은 아자와 마찬가지로 날카롭고 가로 대

비 세로가 더 길게 보인다면 至正 17年(1357)명 향완은 좀 

더 부드러워졌지만 필체가 조금 다르게 보인다(사진 25).

결국 충주 숭선사지와 거창 천덕사지 등의 폐사지에

‘함평궁주방’명 청동은

입사향완(1247년 이전)

oṃ

월남사지 금동풍탁

oṃ

자진원오국사정조지탑

(1286년) 

oṃ

아미타삼존불 복장물, 

복장발원문(1333년) 

oṃ

至正 6年(1346)명  

청동은입사향완

oṃ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청동은입사향완(고려)  

oṃ

사진 22.    oṃ 비교.

사진 23.    hūṃ 비교.

大定 17年(1177)명 

청동은입사향완 hūṃ
월남사지 금동풍탁

 hūṃ
자진원오국사정조지탑

(1286년) hūṃ
진종사명 청동은입사향완

(1366년) hūṃ
成化 5年(1469)명 범종

hūṃ

월남사지 금동풍탁

 a

자진원오국사정조지탑 

(1286년)  

a

至正 12年(1352) 

‘용장선사’명 청동은입사향완 

a

사진 24.    a 비교.

월남사지 금동풍탁

bhrūṃ
至正 17年(1357)명

청동은입사향완 

bhrūṃ

사진 25.    bhrūṃ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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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토된 풍탁과의 형식 비교,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의 

중심 연대, 고려후기 역사적 상황과 밀교 관련 경전 발행 

연대, 범자의 변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남사

지 금동풍탁은 13세기 중반경 늦어도 13세기 후반에는 제

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105

Ⅴ. 맺음말

강진 월남사지는 그 동안 3층석탑과 파괴된 비석이 

남아 있었던 소규모 폐사지였다. 1973년 파괴된 비가 고

려 최씨무신정권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수선사 제2세 진

각국사 혜심의 것으로 밝혀졌고, 그후 최근의 발굴조사에

서 백제 사비도읍기로 추정되는 연화문수막새가 수습되면

서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2012년 출토된 금동

풍탁은 길이 23㎝에 이르는 대형급에 속할 뿐 아니라, 탁신 

네 면에 비교적 큰 범자가 장식되어 있어 이채로웠다. 이에 

더해 풍탁 보존처리 과정에서 ‘盖天’이라는 음각 명문도 확

인되었다.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의 범자는 ‘옴’( , oṃ), ‘아’

( , a), 훔( , hūṃ), 브룸( , bhrūṃ)이다. ‘옴’( , oṃ), ‘아’

( , a), 훔( , hūṃ)은 삼밀진언으로 알려졌고, 브룸( , 

bhrūṃ)은 최상의 존격을 의미한다. 또한 삼밀진언은 그 수

행법을 통해서 우주 근본원리인 법신불과 감응하여 진리

를 깨닫도록 하고, 브룸( , bhrūṃ)은 일체 결합의 의미가 

있다. 결국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 네 면을 장식하고 있는 

범자의 의미는 부처님이 설한 法[교리] 혹은 그 자체로서 

최상의 존격인 佛[부처]과 결합되기를 갈망하는 의지의 표

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탁신에 새겨진 ‘盖天’으로 추정되는 명문은 풍탁 제작

과 관련된 인명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고려시대 향완, 반자, 

향로 등에 있는 명문과 그 위치가 쉽게 보이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결국 풍탁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법음(法音)으로 상징되는 풍탁의 소리가 하늘을 덮어 시

방세계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상징적·함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의 제작시기는 충

주 숭선사지와 거창 천덕사지 등의 폐사지에서 출토된 풍

탁과의 형식 비교, 월남사지 출토 고려청자의 중심 연대, 고

려후기 역사적 상황과 밀교 관련 경전 발행연대, 범자의 변

화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3세기 중후반에 제작

되었다고 생각된다.

105 엄기표는 13~14세기로 보았다. 엄기표, 2015, 「남원 勝蓮寺 마애 범자진언의 조성 시기와 의의」 『선문화연구』 18, p.408 표 1 고려-조선시대 ‘oṃ’字와 

‘hūṃ’字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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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ngjin WolnamSaji(月南寺址) is a small site where three-story pagodas and a destroyed tombstone 

remained. In 1973, it was discovered that the destroyed tombstone was that of the second master of Susunsa, 

Hye shim(慧諶), who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military regime in Goryeo, and it once again attracted 

attention as a result of the recent excavation of the Rooftile of Yeonhwamun(蓮花文). In particular, the Wind-

chime excavated in 2012 is a large-sized one group with a length of 23㎝, and a relatively large Sanskrit character 

was decorated on four sides of the body.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in preservation process that the word 

‘gaecheon(盖天)’ was engraved.

The Sanskrit characters(梵字) om( , oṃ), a( , a), hum( , hūṃ), brum( , bhrūṃ) were decorated on 

the body of the Wind-chime excavated in WolnamSaji. Om( , oṃ), a( , a), hum( , hūṃ) are known as the 

Sammiljineon(三密眞言) and brum( , bhrūṃ) has the meaning of having the highest honor. In addition, the 

Sammiljineon(三密眞言) allows us to understand the truth by responding to the principle of universe, which 

is the Vairocana Buddha(毘盧遮那佛), and brum( , bhrūṃ) has the meaning of unity. In the end, the meaning 

of the Sanskrit decorating the four sides of the Wind-chime, of WolnamSaji(月南寺址), can be interpreted 

as the expression of the Buddha’s doctrine, or the willingness to be combined with Buddha, the highest 

existence in itself.

  It is possible that the word ‘gaecheon(盖天)’ carved on the body can be regarded as the name of the master 

craftsman related to the making of the Wind-chime, but it is unlikely that it is the name of the master craftsman, 

considering that it is a place where the location is not easily seen. If so, you can think of the original function 

that the Wind-chime has.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symbolically and implicitly that the wish of the 

sound of the airwaves symbolized by the words of the Buddha covers the sky and spreads all over the place.

  It is thought that the Wind-chime excavated in WolnamSaji(月南寺址) was made in the mid to late 13th 

century considering the comparisons with another wind-chime excavated from the temple site, the historical 

situation in the late Goryeo, the publication date of the scriptures(經典) of Esoteric Buddhism(密敎).

About a Wind-chime excavated from 
WolnamSaji(月南寺址) in G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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