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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1966, Seokgatap pagoda in Bulguksa temple was damaged by the tomb robbers and was 
dismantled to fix the damage. In the process, many offerings to Buddha and containers for 
Sarira(the cremated remains) were found in Sarigong(specially designated space for the Sarira cas-
ket) inside the second floor of the pagoda. Many fabrics like Geum, Neung(twill), Rha(complex 
gauze), silk tabby and linen were also excavated. In this study, Geum fabric from the Seokgatap 
was closely examined. Geum of seokgatap is weft-faced compound weav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ts weaving pattern which was wrongly presumed as warp-faced compound weave for some 
time. Technical analysis of Geum: Main: silk, Binding: silk, Proportion: 1 main warp to 1 binding 
warp, Count: 15 main warps and 15 binding warps per centimeter, Weft: polychrome silk without 
apparent twist, Colors: yellow, mustard yellow, deep blue, green and purple, Weave: weft-faced 
compound twill, 1/2 S. Geum of Seokgatap was made in the 8th century, since it was weaved in 
weft-faced compound weave twill which was popular in the 8-9th century. And also, the arrange-
ment of the colors was done in the same way of gradation Geum silk which was popular in the 
7-8th C in China and Japan. Third, we restored the pattern of Geum of the Unified Shilla 
Dynasty for the first time. It was very difficult to figure out the shape and the size of pattern 
since the fabric was partially lost and ruined. We tried to draw the diagram of structure with the 
cross point of the warp and the weft to restore the pattern. By doing so, we could identify two 
kinds of small flower pattern, palmette and the pattern of repeating vines. Fourth, we could infer 
that the Geum of Seokgatap was used for geumdae(a pouch made of geum) by analyzing all the 
docu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

Key words: Geum-silk(금), Sarira casket(사리함), Sukga pagoda(석가탑), 
warp-faced compound weave(경금), weft-faced compound weave(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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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석가탑 해체과정

- 불국사 석가탑 유물2 : 중수문서, p. 22.

<그림 2> 사리기

- 불국사 석가탑 유물2 : 중수문서, p. 25.

Ⅰ. 머리말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은 도굴단에 의해 훼손되어

같은 해 10월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 중 2층 탑

신석 중앙에 마련된 사리공(舍利孔)에서 사리기와

각종 공양품이 발견되었다<그림 1>1)<그림 2>.

사리공 중앙에 금동제 사리 외함이 안치되어 있었

고, 그 주변과 바닥에는 동경, 채자, 동환, 향, 먹, 각

종 구슬, 비천상, 목제 소탑, 직물류 등이 놓여 있었

다.2)

석가탑 내 발견 직물류(이하 석가탑직물)는 1988

년 1차 보존처리3)를 통해 국보 제126-6호 다라니경

보자기와 국보 제126-27호 직물잔결이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큰 항목으로 분류된 채 아크릴상자에 보관

되어 왔다.4) 2차 보존처리는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보 3

건, 비지정 5건, 참고자료 4건에 해당되는 직물편과

직물뭉치가 보존처리 되었으며, 덩어리를 이루고 있

는 직물을 분리하여 종류별로 분류하였다.5) 보존처

리를 통해 공개된 직물류는 금(錦), 무문라(無紋羅),

문라(紋羅), 문능(紋綾), 견(絹), 주(紬), 조물(組物),

색견사(色絹絲), 마편(麻片) 등이다.

우리나라 고대 직물유물은 대부분 극히 작은 단편

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제직기

술이나 문양 등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석가탑

직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비교적 큰 조각으로 보존되

어 있으며, 일부 색채와 문양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통일신라시대와 고려 초 직물사 연구뿐만 아니라 복

식사 등 많은 분야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석가탑직물에 관해서는 1988

년 보존처리 된 일부 능직물과 라직물에 대한 연구

가 있으며6), 단행본 등에 라와 능의 세부 조직이 일

부 소개되었다.7)

필자는 2009년 처음 석가탑직물을 1회 실견했으며,

2011년 6월 금직물 1점과 문능직물 3점, 색견사 뭉치

1점을 정밀 재조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석가탑직물 중 금직물에 대해 고찰

해 보고자 한다. 금은 선염한 색사를 사용하여 중조

직(重組織)으로 제직한 다채한 문직물(紋織物)로 고

대직물 중 가장 선진적인 기술로 제직된 직물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대 금유물들이 대량으로 출

토․보존되어 금의 제직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에서 발견된 금직물은 대부분

작은 잔편이며 일부는 청동기 등에 수착된 형태로

남아 있어 금직물 연구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석

가탑의 금직물은 다채한 색상과 문양이 비교적 완전

하게 남아 있는 최초의 금직물8)로서 한국고대 직물

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석가탑 금직물(이하 석가탑금)을 정밀

조사하여 금의 조직 및 제직기술적 특성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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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중국, 일본 등에 남아 있는 동일 연대 상

의 금직물과 비교하여 석가탑금의 제직형식과 시대

적 특징 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조직분석을 통하

여 금의 문양을 복원하고, 금 제직에 사용된 색상을

고증하여 석가탑금을 재현해 보았다. 더불어 현재 정

확히 알 수 없으나 중수문서(重修文書) 등의 기록과

석가탑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등을 토대로

그 용도에 대하여 유추해보고자 한다.

Ⅱ. 석가탑금의 발견 경위와 상태
1. 석가탑금의 발견 경위 및 보존처리

불국사 석가탑유물 04 보존처리․분석 에 기술
된 분리․수습과정을 참고하면 석가탑금은 참고품2

로 등록된 직물덩어리 속에서 발견되었다. 참고품2

직물덩어리는 금동제 사리 외함의 바닥 면에 있었던

것으로 모두 8개 층의 직물과 실뭉치로 이루어져 있

었다. 직물을 수습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가장 밑

에서부터 1층 라(羅), 2층 라, 3층 황색주, 4층 자색

라, 5층 석가탑금<그림 3>, 6․7․8층은 주․마편․

색견사가 혼합되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9) 색

견사 덩어리에는 사리 외함으로 눌려져 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림 3> 석가탑금 보존처리과정

- 불국사 석가탑 유물2 : 보존처리․분석, p. 76.

2. 석가탑금의 상태와 특징
석가탑금은 심하게 훼손되어 소실된 부분이 많으

며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형태는 장방

형이며, 크기는 짧은 쪽이 16㎝, 긴 쪽이 29.2㎝이다.

석가탑금은 오른쪽에서 안으로 6㎝ 들어간 부분에

직경 2~3㎜의 둥근 구멍 6개가 일렬로 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실 사이가 벌어진 모습으로

보아 오랫동안 둥근 물체가 끼워져 생긴 자국으로

추정된다.

석가탑금의 섬유는 열화되고 조직이 느슨해져 중

조직으로 제직되었던 실이 겹쳐지지 않고 대부분 표

층으로 드러나 있으며, 직선으로 짜였던 경사와 위사

는 좌우로 밀리면서 물결치듯이 조직되어 있다<그림

5>. 색은 모두 5가지 색을 사용했으며 비교적 선명하

게 남아있다. 육안으로는 마름모꼴이 연속된 문양처

럼 보이지만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그림 4> 석가탑금 전체사진

- 필자 촬영, 2011. 4.

<그림 5> 석가탑금의 세부확대 사진

- 필자 촬영,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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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적 연대 경금 유물명

밀도

경사밀도/ 1㎝
위사밀도/

1㎝
표경사

밀도/1㎝

중조직

색사수
총 올수

尼雅 한대

锦枕套 47 ×4 188 22

锦镜袋 60 ×2 120 32

王侯合昏千秋万岁宜子孙锦缘 40 ×4 160 24

几何纹织锦香囊 54 ×2 108 26

营盤 당대

登高锦 60 ×3 180 44

兽面龙纹锦 53 ×3 160 32

方格变形动物物纹锦绦 80 ×2 160 24

都蘭 당대

联珠对马纹锦 52 ×3 156 30

红地云珠吉昌太阳神锦 68 ×2 136 40

红地对波楼堞狮面锦 64 ×3 192 32

黄地卷云太阳神锦 60 ×3 180 26

小窠联珠对马纹锦 52 ×3 156 26

对波狮龙凤纹锦 45 ×2 90 24

小窠联珠对羊纹锦 56 ×3 168 30

晕繝小花锦 56 ×2 112 34

투루판 아스타나 당대 小花文锦 52 ×2 104 26

<표 1> 중국․일본의 능조직 경금의 밀도

Ⅲ. 석가탑금의 제직기술 분석과
유형판정

금은 경중조직(經重組織) 또는 위중조직(緯重組

織)으로 제직한 다채로운 문직물이다. 선염한 실을

경사에 사용하여 표경(表經)과 이경(裏經)이 표리로

교환되면서 짜인 경중조직의 금은 경금(經錦)이라

하며, 위사에 색사를 사용하여 표위(表緯)와 이위(裏

緯)가 표리로 교환되면서 위중조직으로 짜인 금은

위금(緯錦)이라고 한다.10)

석가탑금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경금으로 보고되어

왔다.11) 필자도 2009년 처음 석가탑금을 실견했을 때

에는 능조직으로 제직된 경금이라고 추정하였다. 경

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직물의 양옆에 황색으로 짜

여 진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데 이를 폭의 변(邊)인

식서(飾緖)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석가탑금을 재조사하면서 현미경 촬영을 통해 분석

해 본 결과 황색의 부분이 위사가 돌아가며 짜여진

식서가 아니라 예리하게 잘려진 부분인 것을 발견하

게 되었다. 전통적인 금직물의 경우 식서가 남아있지

않으면 경금인지 위금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석가탑금의 조직판정을 위해 능조직의 경

금과 위금이 많이 제직된 중국의 당(唐)에서 요대

(遼代)까지의 직물을 조사하여 밀도 및 제직특성을

비교하고, 일본 류코쿠대학(龍谷大學)에 소장된 유사

한 형식의 금직물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

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위금직물인 고

려 12세기 봉서리탑 복장직물을 조사하여 참고자료

로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석가탑금의 조

직형식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추해 보았다.

1. 석가탑금의 제직특성 비교
석가탑금의 밀도와 외관의 특징을 조사한 후, 중

국과 일본에 현존하는 경금과 위금의 경․위사 밀도

의 차이와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조직의 특징에 대해

비교하였다. <표 1>과 <표 2>12)는 능조직 경금과 위

금의 밀도를 분석한 표이다.

능조직 경금이 많이 제직된 당대 초기에서 중기까

지의 주요 능조직 경금의 밀도를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이 경사밀도의 범위는 표층에 드러나 있는

표경사만 45~70올/1㎝ 정도로 대부분 5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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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지역 연대 위금 유물명

밀도

경사밀도

/㎝

위사밀도/㎝

표위사

밀도 /1㎝

중조직

위사색수
총 올수

营盤 당대 龙纹纬锦 22 24 ×3 76

都蘭 당대

红地瓣窠含绶鸟锦 60 34 ×4 136

黃地瓣窠灵鹫纹锦 50 26 ×4 104

黃地瓣窠对马纹锦 36 25 ×3 75

黃地团窠宝花对马纹锦 36 30 ×4 120

소그드 8세기 Child's Coat and pants 64 33 ×3 99

소그드 8~9세기 Hunters 69 32 ×5 160

소그드 8~9세기 Hunters in Roundels 66 33 ×3 99

중앙아시아 8~9세기 Ducks in a Roundels 36 32 ×3 96

중앙아시아 8~9세기 Textile with Geometric Design 54 35 ×3 105

미상 8~9세기 Floral Medallions 32 18 ×5 90

미상 요 Flowers, Cranes, and Clouds 72 17 ×5 85

미상 요 Pair of Short Boots 50 16 ×4 64

代欽塔拉 요 雁衔绶带锦袍 26 20 ×7 140

代欽塔拉 요 重莲童子雁锦袍 48 27 ×3 81

<표 2> 중국․일본의 능조직 위금의 밀도

<그림 6> 경금 조직세부

- 필자 촬영, 2011. 5.

<그림 7> 위금 조직세부

- 필자 촬영, 2011. 5.

<그림 8> 석가탑금 조직세부

- 필자 촬영, 2011. 4.

이며, 중조직으로 짜인 색사 수에 따라 밀도가 2, 3,

4배로 되어 대단히 치밀하다. 반면 위사는 조직사와

심사를 포함해 24~40올/1㎝ 범위로 대단히 성글며

경사도 가늘다. 따라서 경금의 짜임<그림 6>은 위사

조직점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밖으로 드러나는 경사

는 인접경사들에 끼어져 조직점과 조직점 사이의 경

사가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불룩한 형상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능조직 위금은 당대 중기에서 요대까지 많이 제직

된 조직이다. <표 2>와 같이 위금의 표위사 밀도는

평균 20~35올/1㎝ 정도로 대단히 성글며, 경사는

26~70/1㎝ 정도로 경금에 비해 치밀한 특징이 있다.

위금에서 위사는 조직점과 조직점 사이에서 직사각

형에 가깝게 반듯하게 짜이며, 조직경사의 조직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외관을 보인다<그림 7>.

석가탑금의 경사 굵기는 약 0.25mm 정도로 가늘

며, 위사의 굵기는 약 0.4mm 정도이다. 중조직 색사

방향의 짜임은 흩어지면서 표층실과 뒤쪽의 실이 어

지럽게 드러나 있어 정확한 밀도측정은 어려우나 가

장 치밀하게 중조직 짜임이 남아있는 부분의 밀도를

측정해 본 결과 표사 밀도는 1cm에 15올이며, 이를

2중조직으로 계산하면 모두 30올 정도로 대단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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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석가탑금의 경계조직

- 필자 촬영, 2011. 5.

<그림 10> 석가탑금 경계조직

조직모형도

글게 짜여졌다. 이와는 달리 조직사(組織絲)와 심사

(心絲)의 역할을 하는 실의 밀도는 30올/1㎝이다. 또

한 밖으로 드러나는 실은 조직점과 조직점 사이에서

반듯하게 짜였으며, 조직사의 조직이 뚜렷하게 드러

나 있다<그림 8>.

따라서 석가탑금은 밀도와 짜임에 있어 위금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장자리 식서의 여부
석가탑금 양옆 가장자리에 짜여 진 황색부분 실은

예리하게 재단되어 실이 잘려 있다. 황색부분 실은

다른 색사가 0.4㎜정도인 것에 비해 0.6㎜정도로 굵어

서 바탕직물조직과 구분이 된다. 한 쪽은 4올로 짜여

있고 다른 쪽은 3올만 남았으나 잘린 부분의 실이 남

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보다 여러 올로 짜여 졌던 것

으로 추정된다. 조직은 바탕조직이 2중조직으로 제직

된 것과 달리 단층으로 짜여있다<그림 9, 10>.

경금은 경사가 정경(整經)되면 제직하면서 실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만일 석가탑금이 경금이라면 노

란색 실은 처음 정경할 때부터 15㎝ 간격으로 경사

빔에 걸렸을 것이며, 직물 전체 길이에 15㎝ 간격으

로 단층조직(單層組織)의 노란색 줄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경금은 극히 작은 잔편

이라 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과 일본 등에서 현

재까지 출토된 경금 중에 이와 같이 문양의 중간에

무늬 없이 단색으로 줄을 넣어 제직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 당대의 위금 중에는 가로방향으로 위사와 평

행하게 짜인 일종의 경계부분이 존재하는 예가 많이

보인다. 중국에서 처음 이러한 직물들을 조사할 당시

에는 폭변(幅邊)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그 후

다량의 당대 위금을 분석한 결과 재단의 편리를 위

하여 무늬와 무늬 사이에 짜 넣는 일종의 과도조직

(過渡組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13) 조직은 바탕 직

물이 3중, 4중인 경우에도 경계부분은 이중으로 제직

하여 조직에 차이를 두었다. 중국 연구자들은 이를

‘재전계변(裁剪界邊)’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직현상은 대량의 위금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돈

황벽화 위금도안에서도 확인된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경계조직(境界組織)’이라 가칭한다.

<그림 11>은 중국 신장 투루판 아스타나에서 출토

된 보화문위금(寶花紋緯錦)으로 아래 · 위로 경계조

직을 짜 넣은 것이 확인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문경 봉서리탑에서 출토된 12세기의 위금직물<그림

12>로 한쪽에 식서가 남아 있어 위금인 것이 확인된

다. 실의 색은 하늘색, 자색, 노란색, 연갈색, 녹색 등

이 사용되었으며, 바탕부분은 3중으로 짜고 꽃술이

있는 부분은 4중으로 제직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상단에는 경사방향으로 위사와 평행하게 무늬가 없

는 경계조직을 짜 넣었는데 노란색 위사가 표층에

올라오고 하늘색 위사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이중으

로만 제직하여 바탕조직과 차별을 두었다. <그림 13>

은 투루판 아스타나에서 출토된 위금으로 경계선 부

분의 아래쪽과 윗부분의 문양이 다르다. 따라서 아래

․위 문양을 달리 제직하는 경우에도 구분을 두기

위해 경계조직을 짜 넣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기초하여 볼 때, 석가탑금의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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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경계조직이 있는 위금,

당, 신강 투루판 아스타나 출토

- 絲綢之路 汉唐織物, p. 20.

<그림 12> 봉서리탑 위금 경계조직,

12세기,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 필자 촬영, 2011. 5.

<그림 13> 경계조직이 있는 위금,

당, 신강 투루판 아스타나 출토

- 絲綢之路 汉唐織物, p. 28.

<그림 14> 1/2 2중조직 위금 조직모형도 <그림 15> 뒷면 조직모형도

으로 짜인 부분도 위금에서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짜였던 경계조직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제직특성으로 미루어 석가탑금이 위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석가탑금의 조직구조 및 금의 유형
석가탑금이 위금으로 판단됨으로 색사가 중조직으

로 짜인 방향이 위사에 해당되며, 황색의 가는 실로

짜인 방향은 경사로 볼 수 있다. 조직은 위사에 두

가지 색을 한 조로 사용하여 표위사와 이위사를 1:1

로 하여 위이중으로 제직한 위금이다.

제직에는 심경사와 조직경사 두 종류의 경사를 사

용하였다. <그림 15>와 같이 심경사 A는 2올 위사가

한 조가 되어 문양에 필요한 한 올의 위사를 직물

표면으로 들어 올리고, 나머지 위사는 직물 이면으로

나누어 문양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심경사는

겉으로 드러난 표위사와 뒤에 있는 이위사 사이에

끼워져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조직경사 B는 2올

위사를 한 조의 단위로 하여 조직하는 역할을 하며

금의 표면과 뒷면에는 조직경사의 조직점만이 드러

난다. 조직경사의 조직은 1/2 우향의 능조직이다.

Ⅳ. 석가탑금 문양분석과 색채
1. 석가탑금 문양분석과 복원
석가탑금의 문양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전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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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사 조직점을 찾아 표시하기
지경사 조직점을 이어서 조직경사와

심경사 구분하기

표위사와 이위사를 표시하여 문양을

찾기

<표 3> 조직을 분석하여 문양을 찾아가는 과정

처럼 마치 연속된 마름모꼴로 보인다. 직물은 부분적

으로 손실되고 조직이 와해되어 이중으로 짜였던 표

위사와 이위사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며, 수직․수평

으로 조직되었던 경사와 위사는 상하좌우로 물결치듯

이 밀려있어 문양의 형태나 크기를 짐작할 수 없다.

따라서 직물의 문양을 찾기 위해 조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부분의 경사․위사 교차점을 찾아 직

물의 조직을 한 올씩 모두 분석하여 조직의장도를

그려 문양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직물

을 부분적으로 정밀 촬영하여 조직이 보이도록 확대

한 후에 조직점을 표시해 가며 문양 찾는 작업을 진

행하였다. 문양을 완성하는 데에 3~4명이 함께 작업

하여 2개월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되었다.

3대의 모니터를 놓고 분석하였으며 의장도는 포토

샵으로 작업하였다. 한 모니터에는 직물의 짜임이 보

이도록 사진을 확대하여 그 위에 조직점을 그려 나

갔다. 다른 모니터에는 조직의장도를 그렸으며, 다른

한대는 마크로렌즈로 찍은 사진을 확대하여 큰 사진

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며 조직을 찾

아나갔다.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물의 좌측 중간부분에 비교적 선명하게

마름모꼴로 문양이 보이는 부분의 문양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사진 위에 1/2 조직경사 조직점을 찾아

표시한 후 각각의 조직경사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

리고 위에서 아래로 조직경사 조직점을 이어 표시하

여 각각의 조직경사와 인접한 심경사를 확인하였다.

다음 각조의 위사가 어떻게 조직경사․심경사와 조

직되었는가를 찾아 표위사와 문위사를 표시하였다

<표 3>.

둘째, 밀도에 맞도록 눈금을 그린 조직의장도에

석가탑금의 기본조직인 1/2 우향 능조직점을 미리

그려서 준비해 두고, 첫 번째 작업과 병행하여 조직

의장도에 똑같이 번호를 부여하여 조직점을 표시해

나갔다<표 4>.

석가탑금의 문양은 조직을 분석해 가며 거의 완전

한 문양으로 복원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직물이 떨어

져 나간 부분은 주변 문양의 형태를 보고 부분 문양

을 파악하였다.

조직의장도를 그려 확인한 결과 마름모꼴로 보였

던 문양은 4개 꽃잎으로 이루어진 소화문(小花紋)으

로 사방 가장자리에는 만초문이 확인되었으며, 꽃잎

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대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화문은 두록색 바탕에 황색으로 문

양이 짜였으며 가운데 3줄은 자색으로 짜였다.

마지막으로 직물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

단 중간부분의 문양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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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표 4> 조직을 분석하여 문양의장도를 완성해 가는 과정

문양을 확인한 결과 6개 꽃잎의 소화문과 팔메트, 만

초문이 확인되었으며, 하단으로 노란색 꽃잎이 이어

지고 있으나 이 부분에서 직물이 소실되어 하단 쪽

으로 이어지는 꽃잎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좌측 4엽 소화와 연결되는 부분임을 확인한

후 좌측의 꽃과 우측의 문양과 맞추어 본 결과 동일

하게 반복되는 문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6엽화문도

상하로 대칭되며 만초문도 좌우로 대칭되는 것이 확

인되어 <그림 16>과 같은 완전한 반복문양을 찾을

수 있었다.

즉, 석가탑금의 문양은 2개의 소화문과 만초가 상

하좌우로 반복되는 문양이다.

2. 석가탑금의 색상과 배색
현재 석가탑금에서 확인되는 위사의 색은 두록색,

황색, 황갈색, 심청색, 자색 등 모두 5가지이다. 현재

색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색차계를 사용하여 특

정 지점을 선택하여 측정하기에는 오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색상표는 종이로 만들어져 견직물의 색과 차

이가 있다. 따라서 석가탑금의 색 측정은 유물의 색

과 가장 근접한 색을 찾기 위해 견사(絹絲)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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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예상되는 반복도안 <그림 17> 색사를 확인하는 과정

- 필자 촬영, 2011. 4.

색으로 물들여 만든 샘플을 준비하여 일일이 대조해

10배 확대경으로 확인하였다.

두록색은 직물전체에 사용되었으며 구간을 나누어

두록색과 함께 황색, 황갈색, 자색, 심청색을 번갈아

가며 배색하여 이중으로 제직하였다. 즉 바탕색은 두

록색이며 문양은 황색, 황갈색, 자색, 심청색으로 표

현하였다.

석가탑금의 문양은 유사색을 순차적으로 배색하여

점차적으로 색이 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사색을 배색하여 바탕색을 농담의 줄무늬를 만들

고 그 위에 다시 화문을 시문하는 형식의 금을 중국

과 일본에서는 운간금(暈繝錦)이라고 한다. 속일본
기(續日本記)에는 “染作暈繝色, 而其色各種相間; 皆
橫終幅. 假令白次之以紅, 次之以赤, 次之以紅, 次之以

白, 次之以縹, 次之以靑, 次之以縹, 次之以白之類, 漸

次濃淡, 如日月暈氣雜色相間之狀, 故謂之暈繝, 以后名

錦.”14)이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운간이라는 명칭

이 처음 염색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금직물의 명칭으

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간금이 많이 제직된 시기는 당대 초에서 당대

말이며, 초기에는 주로 경금으로 제직되다가 당대 말

에는 위금으로도 제직되었다. 운간금의 대표적인 형

식은 중국 청해(靑海) 두란(都蘭)에서 출토된 당대

초기의 운간소화문(暈繝小花紋) 경금(經錦)<그림 18>

과 일본 류코쿠대학에 소장된 8세기 초 아스타나유

적 출토 경금직물<그림 19>이 있다. 또한 신강 투루

판 아스타나 북구 제 381호묘에서 출토된 보화문금

혜(寶花紋錦鞋)의 안쪽에 대어져 있는 화조문금(花

鳥紋錦)이 있다.15) 일본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된 나

전상(螺鈿箱)의 안쪽에 발라진 화조문금은 녹색, 황

색, 주홍색, 청색, 자색 등을 배색하여 운간바탕에 소

화문을 시문한 경금이다16)<그림 20>. 정창원에 소장

된 칠요사능문운간금(七曜四菱紋暈繝錦)은 남, 녹,

황녹, 주홍, 자색 등으로 짜여진 위금으로 소화문과

십자형의 기하문이 시문되었다.17) 운간금의 문양 특

징은 소화문이 기본이며 여기에 작은 팔메트나 새,

나비 등이 첨가된다.

석가탑금의 바탕색은 한 가지 색으로 사용하여 일반

적인 위금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문양은 유사한 색

을 배색하여 운간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운간금의 변

형된 형식이라고 본다. 하지만 석가탑금은 운간금의 한

형식이며, 조직은 7세기 중엽 이후 대량으로 제직된 능

조직 위금인 점으로 미루어 석가탑금은 석가탑이 처음

세워진 시기인 8세기18)에 제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Ⅴ. 석가탑금의 명칭과 용도검토
1. 석가탑금의 명칭
신라시대는 금을 만드는 전문 관서(官署)인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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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운간금, 7세기,

중국 청해 두란 출토

- 紡織品考古新發現, p. 87.

<그림 19> 운간금, 8세기,

신강 투루판 아스타나 출토

- 染織の美 30, p. 10.

<그림 20> 운간금, 8세기, 일본 정창원

- 제63회 正倉院展, p. 71.

(錦典)’을 두어 금직물을 생산하였으며 다양한 금을

만들어 중국, 일본과 교역품으로도 사용하였다. 금을

짜는 기술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발달되어 있었기 때

문에 석가탑금은 신라에서 충분히 제직되었을 것으

로 추측된다.

진덕여왕 4년(647)에는 태평송(太平訟)을 직문(織

紋)한 오언직성금(五言織成錦)을 짜서 당나라에 보

낸 기록이 있으며, 신당서(新唐書)에는 오언절구

(五言絶句)로 100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태평송의 전

문(全文)이 확인된다. 이는 한자를 문양으로 도안한

금직물 제직은 동한시대와 위진남북조시대에 매우

유행한 것으로 오언직성금도 이 같은 문자금(文字

錦)이었을 것으로 본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일본 텐무제(天武帝, 673~686)때 신라에서 하금(霞

錦)을 보낸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성덕
왕 32년(733)에는 당나라에 서문금(瑞紋錦)을 보낸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문왕조(869년)

에는 “가을 7월 왕자 소판(蘇判) 김윤(金胤) 등을

당(唐)나라에 보내 사은하고 아울러 …(중략)… 대

화어아금(大花魚牙錦) 10필, 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

10필, 조하금(朝霞錦) 20필을 바쳤다”19)고 하였다.20)

당시 금의 명칭은 주로 문양의 특징에 의해서 명

명되었음이 나타난다. 석가탑금은 소화문양이 주문양

으로 사용되어, 당시의 명명을 따른다면 ‘소화어아금’

의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어아(魚牙)’라는

문양의 의미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석가탑금은 소화금(小花錦)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

2. 석가탑금의 용도
석가탑금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른 7종류의

직물과 함께 사리기 밑에 놓여져 있었다. 석가탑금과

함께 위에 놓여있던 색사뭉치와 직물 부스러기 등을

볼 때 이 직물들은 8세기 복장되었던 직물이 손상됨

에 따라 11세기 재복장시에 사리기 밑에 깔았던 것

으로 추정된다.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문서(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

文書, 고려 顯宗 15년, 1024년)와 불국사서석탑중수

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고려 靖宗 4년,

1038년)에는 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금도동음(錦刀

冬音), 금대錦帒) 등의 기록이 확인된다.21) 도동음

은 ‘도’ 정도로 읽히는 이두로 명확하지 않지만

보자기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22) 이를 통하

여 당시 금직물은 보자기, 주머니 등으로 사용되었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석가탑금에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6㎝ 들어간 부분

에 직경이 2~3㎜의 둥근 구멍 6개가 일렬로 나있다.

실 사이가 벌어진 모습으로 보아 오랫동안 둥근 물

체가 끼워져서 생긴 자국으로 추정된다. 석가탑에서

는 끈목23)이 발견되었는데 사선꼬임엮음직물로 짜인

원다회이며 직경은 약 2㎜정도로 석가탑금에서 확인

된 구멍의 크기와 일치한다. 석가탑금에는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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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접힌 자국과 구멍의 위치

- 필자 촬영, 2011. 4.

<그림 22> 금에 남아있는 구멍

- 필자 촬영, 2011. 4.

<그림 23> 끈목

- 불국사 석가탑 유물2 :

보존처리․분석, p. 96.

서 17.5㎝되는 부분에 직물이 접혀있던 흔적이 길게

나있다. 따라서 이런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석가탑금

의 원형(元型)은 폭 15㎝, 길이 18㎝ 정도 크기의 주

머니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8세기에 복장된 이후 오

랜 세월 지나면서 직물이 낡아서 훼손되자 고려 초

에 재복장하면서 사리기 밑에 깔아 완충 용도로 사

용했다고 본다.

Ⅵ. 석가탑금의 재현과 금대제작
1. 석가탑금의 재현
이상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석가탑금의 재현을 시도

하였다. 경위사의 밀도나 굵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양의 크기는 제직을 시행하면서 조절해 나갔다.

문양의 크기는 직물에서 조직점을 확인한 부분의

크기를 측정하고, 또한 일 완전 문양에 들어간 올 수

를 밀도로 환산한 크기와 비교하여 오차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 직물에서 측정한 일 완전 문

양크기는 가로 3.8cm, 세로 4.5cm 정도이다. 밀도로

환산하면 일 완전 문양 안에 경사 올수는 30올이므

로 가로방향(위사방향)의 크기는 112÷30=3.73cm이

고, 표위사 올수는 70올이므로 완전한 문양의 크기는

세로방향(경사방향)이 70÷15=4.6cm이다. 따라서 일

완전 문양크기는 직물에서 측정한 크기와 밀도로 환

산한 크기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물복

원을 위한 일 완전 문양크기는 가로 3.73㎝, 세로 4.6

㎝로 확정하였다. <그림 24>는 일 완전 조직의 의장

도이며 <그림 25>은 제직도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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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일완전 조직의장도 <그림 25> 석가탑금 제직도 일부

<그림 26> 재현한 금직물 전면

- 필자 촬영, 2011. 6.

<그림 27> 재현한 금직물 뒷면

- 필자 촬영, 2011. 6.

석가탑금의 제직에는 최소 3개의 지종(地綜)과 71

개의 문종(紋綜)이 소요된다. 당시 70개 이상의 문종

을 사용할 수 있는 문직기(紋織機)는 문인기24)이며,

8세기 위금의 제직에 이미 문인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중국과 일본 학계에서 공인된 사실로 석가탑금

도 문인기를 사용하여 제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석가탑금의 재현은 1차적인 시직(試織)의 형

태로서 수공직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카드직기로 먼

저 제직하여 조직과 문양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제직

결과 예측한 실의 굵기와 밀도 및 문양크기가 제직

된 샘플과 거의 일치하여 예상한 제직특성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석가탑금의 뒤면은 운간

금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확인되었다<그

림 26, 27>.

2. 금대제작
재현한 금직물로 금대를 제작하였다. 남아 있는

유물의 정황으로 보아 한쪽에 약 7cm 정도의 직물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대직물은 식서방향을

가로로 사용하여 줄무늬가 길게 보이도록 하였다. 크

기는 가로 18cm, 세로 32cm이며, 반으로 접었을 때

길이는 16cm이다. 위에서 5~6cm되는 지점에 끈을

끼워 여민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8>.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본 결과 <그

림 29>와 같이 금직물은 주머니를 만들기 위하여 사

전 계획에 의해 문양과 크기를 제직했음을 알 수 있

었다. 즉, 가운데 노란 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자주

색 꽃이 대칭되도록 직물을 크기에 맞추어 짜고 아

래․위로 경계조직을 넣어 재단하기 편리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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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금대의 추정크기

- 필자 촬영, 2011. 4.

<그림 29> 재현한 금대

- 필자 촬영, 2011. 6.

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Ⅶ. 맺음말
이상으로 불국사 석가탑 사리공 내에서 발견된 금

직물을 조사․분석하고, 중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유

물과 비교․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석가탑금의 제직

양식, 문양특성 및 제작연대에 대해 밝힐 수 있었다.

첫째, 석가탑금은 기존에 경금(經錦)이라고 추정

되어 왔으나, 제직양식의 분석을 통해 위금이라는 사

실을 밝혔다. 즉, 중조직으로 짜인 색사의 밀도가 매

우 성글고 밖으로 드러난 색사의 짜임이 반듯하며,

직물의 양쪽 가장자리에 위금에서 보이는 경계조직

이 짜여 있어 위중조직의 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조직은 두 가지의 색사를 표위사와 이위사로 사

용하고, 조직경사의 조직은 1/2 우향의 능조직으로

제직한 위이중조직의 위금이다.

둘째, 석가탑금은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

는데 이와 같은 근거로는 먼저 석가탑금의 조직이

8~9세기에 대량으로 제직된 능조직 위금이라는 점

이다. 그리고 색상과 배색에 있어 7~8세기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보이는 운간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

며, 문양도 운간금에 보이는 소화문의 형식과 일치한

다. 하지만 색의 배치와 조직구조에 있어 중국식 운

간금과 다른 특징을 보여 석가탑금은 중국식 운간금

을 신라만의 독자적인 형식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추

정하였다.

셋째, 최초로 통일신라시대 금의 문양을 완전하게

복원하였으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석가탑금을 재

현하였다. 금직물은 부분적으로 손실되고 조직이 와

해되어 외관상으로 문양의 형태나 크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문양을 복원하기 위해 경사․위사

의 교차점을 찾아 조직의장도를 그려 문양을 찾는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두 종류의 소화문과

팔메트, 만초가 상하좌우로 반복되는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석가탑금의 용도는 금대였을 것으로 추정하

였다. 석가탑금은 사리기 바닥 면에 펼쳐진 채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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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직물들과 함께 발견되어 원래의 용도를 알 수 없

었다. 그러나 중수문서의 기록과 직물에 나타나 있는

여러가지 세부 특징을 조합해 볼 때, 석가탑금의 원

래 용도는 주머니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

는 석가탑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 중 석가탑금에서

확인되는 구멍과 직경이 유사한 끈목도 발견되어 이

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주머니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직물이 낡아서 훼손되자 고려 초에 재복장

하면서 사리기 밑에 깔아 완충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축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석가탑금은 한국 직물

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유물로서 그 가치와 의의

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009),

불국사 석가탑 유물2 - 중수문서, 서울: 국립중앙박물
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p. 22.

2)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009),

불국사 석가탑 유물3 - 사리기․공양품, 서울: 국립중
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p. 10.

3) 1988. 10. 18~1989. 2. 4까지 日本 京都 (株)岡墨光堂

에서 보존처리하였다.

1988년 수리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009), 불국사 석가탑유물 04-보존처

리․분석,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

중앙박물관, pp. 228-271.에 수록되어 있다.

4) 석가탑에서 출토된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격납되어 왔다.

5) 박승원 (2009), 직물류 보존처리, 불국사 석가탑유물
04-보존처리․분석,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pp. 64-97.

6) 권영숙 외 (2003), 한국 고대 羅직물의 유형과 특성,

Ⅱ:석가탑 복장 羅직물을 중심으로, 복식, 53(3), pp.
51-61.

장현주 외 (2006), 한국 고대 능직물의 유형과 특성:석

가탑 복장 능직물을 중심으로, 복식, 56(9), pp. 37-49.

7)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p. 164.

8) 금은 전통적으로 경금, 위금과 별결금이 있다. 전통적

인 기법의 금으로 완전하게 남아 있는 유물은 문경 봉

서리탑에서 출토된 12세기경 위금 1점이 유일하다.

9) 박승원, op. cit., pp. 67-97.

10) 경금, 위금은 연구의 편리를 위하여 조직에 따라 명명

된 것이다. 경사 중조직 금에서 표층으로 나온 색의

실을 표층의 경사라 하여 표경이라 하며, 안으로 들어

간 이면층의 경사를 이경이라 칭한다. 위금도 마찬가

지로, 표위, 이위라 칭한다. 표면의 색사와 이면의 색

사는 서로 교환되면서 제직되기 때문에 표사(表絲)가

이사(裏絲)가 되기도 하고 이사가 표사가 되기도 한다.

11) 박승원, op. cit., pp. 64-97.

12) <표 1>과 <표 2>는 趙豊 (2002), 紡織品考古新發現,
中國: 中國絲綢博物館. James C. Y. Watt 외 (1997),

WHEN SILK WAS GOLD,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趙豊 (2004), 遼代絲綢, 中國: 沐文
堂. 등에서 조사한 것이다. 직물명은 원문에 나와 있

는 명칭을 그대로 따랐다. 두란출토 운간소화금과 일

본 류코쿠대학 소장 아스타나출토 소화금은 직접 조

사하였다.

13) 趙豊 (2005), 中國絲綢通史, 蘇州: 蘇州大學出版社, pp.
216-217.

14) Ibid., p. 220.

15) 新疆維吾尔自治區博物館, 出土文物展覽工作組 (1973),

絲綢之路 汉唐織物, 北京: 文物出版社, 도판 42.

16) 松本包夫 (1984),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京都:
紫紅社, p. 199.

17) 板倉寿郞 외 (1977), 原色染織大辭典, 京都: 淡交社.
p. 130.

18) 석가탑은 景德王때 시작하여 惠恭王 재위기간(765~

780)에 완성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

19) 三國史記卷11 新羅本記 景文王 9年條 ‘遣王子蘇判金
*等入唐謝恩 … 大花魚牙錦一十匹, 小花魚牙錦一十匹,

朝霞錦二十匹 ……’

20) 이 논문에서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다.

三國史記, 日本書紀, 續日本記, 新唐書
21) 佛國寺无垢淨光搭重修記 “… 臺錦刀冬音一 … □(錦)

刀冬音一 … , … 全金甁一隨錦帒一 … □(鍍)金函一

隨錦刀冬音一 …, 尼經一卷隨錦帒一 …, 釋元納祿羅繡

裌服子一寺依止(僧)□｜▣納錦帒一 …”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 … 月面村富好娘納錦帒一”

22) 노명호, 이승재 (2009), 釋迦塔에서 나온 重修文書의

判讀 및 釋註, 불국사 석가탑 유물2 - 중수문서, 국립
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편), 서

울: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p. 54.

23) 국보 제126-27호 섬유잔결4-2

24) 문인기는 드로우룸(draw room)형식의 문직기를 말하

며 중국에서는 제화기, 일본에서는 공인기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