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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龍)은 동서양 전설·신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이다. 서양의 용은 대부분 공격적이고 부정적 의미로 표현되지

만, 동양에서는 황제를 상징하거나 상서로운 의미를 갖고 있어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용은 물을 다스리는 신물

(神物)로 여겨져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를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고려시대 용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사』에서 다양한 주제로 등장하며, 크게 건국설화·기우제·신이(神異) 등과 관련되

어 있다. 건국설화는 용을 통해 고려 왕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왕(王)=용손(龍孫)’이라는 ‘용손의식(龍孫意

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용의 특징인 물을 다스리는 능력은 가뭄에 비를 바라는 기우제와 관련한 토용(土龍)으로 

상징화된다. 이와 같은 용의 다양한 성격 중 용이 왕실의 상징이기에 용문(龍紋)의 사용은 민간에서 엄격히 제한되었으

며, 용을 소재로 한 용문경(龍紋鏡) 역시 그 제작ㆍ사용에 있어 왕실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려시대 쌍룡문경(雙龍紋鏡)은 종류ㆍ수량이 많은 편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동경(銅鏡)과 함께 국내에서 제작한 쌍

룡문경이 혼재하면서 고려시대 쌍룡문경의 제작과 유통은 다른 동경에 비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고에

서는 10~14세기 중국에 존재한 다양한 쌍룡문경의 특징을 정리했다. 

고려의 장인들은 쌍룡문경을 제작할 때 중국 쌍룡문경의 문양 구성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쌍룡문경과 국적을 판별하기 어려운 예가 많으며, 그 차이 또한 면밀한 분석을 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는 유입된 

쌍룡문경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제작하고자 했음을 국내 현존하는 쌍룡문경의 유형 분류를 통해 

살펴보았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쌍룡문경은 요대(遼代) 동경 계열인 Ⅰ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Ⅱ·

Ⅲ 유형에서는 수량은 적으나 문양 구성이 독특한 쌍룡문경이 있어 고려에서 제작한 쌍룡문경으로 분석했다. 

고려시대 쌍룡문경은 중국의 영향 하에서 제작된 만큼 고려에서 제작한 동경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앞서 언급

했다. 이중 평창 월정사 구층석탑에서 발견된 쌍룡문경은 그 제작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며, 동경의 문양 구성도 중국 

쌍룡문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이기에 이 동경에 대한 제작지를 검토했다. 이 쌍룡문경은 Ⅰ 유형에 속하는 동경의 문

양 구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부 문양의 조합이 중국에서 찾기 힘든 예라는 점에서 요대 동경의 문양 구성을 차용하여 

고려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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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용은 동서양 전설·신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이

다. 서양의 용은 대부분 공격적이고 부정적 의미로 표현

되지만, 동양에서는 황제를 상징하거나 상서로운 의미를 

갖고 있어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상

고시대부터 용을 황제의 상징, 물을 다스리는 신물(神物)

로 여겨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용에 대한 개념이 자

리 잡고 이에 대한 표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기물에 용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동경에도 용의 형상이 

나타났다. 한대(漢代)에는 동경 제작 발전이 현격히 이루

어짐에 따라 다양한 용문이 동경 배면에 장식되었다. 그

리고 당대(唐代)에 이르러 동경 제작의 절정기에 접어들

면서 용이 단독 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송대(宋

代)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중국과의 교역이 빈번했던 고

려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용문경을 수용·제작할 수 있

는 토대가 되었다. 

고려시대 용문은 동경뿐 아니라 도자·금속공예품을 

비롯하여 불교 관련 유물에도 빈번히 등장한다. 이중 고

려시대 동경에 표현된 대표적 용문은 용의 수에 따라 단

룡(單龍)·쌍룡(雙龍)·사룡(四龍) 등으로 나눌 수 있어 용

문경의 다양한 수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중 본

고에서는 고려적 요소가 보이는 쌍룡문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 용문경 연구는 학위논문에서 다양한 문

양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 많은 수량의 용문경

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그 연구 실적은 미흡한 편이며 대

부분 유형 분류에서 그치고 있어 고려 용문경의 가치와 

독자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1 고려시대 용문경중 쌍

룡문경은 형태와 문양 구성에서 다양성을 보이며 그 수량

도 독보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단

편적 분류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기에 쌍룡문경을 중심

으로 용문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시대 용에 대한 인식과 상

징성을 파악하고, 쌍룡문경의 유형 분류와 비교를 토대로 

시대적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쌍룡문경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 방향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고려시대 용

에 대한 인식과 상징성에 대해 『고려사』 등 문헌 기록에 

등장하는 용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음

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용문경 연구를 토대로 쌍

룡문경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쌍

룡문경 유형 분류와 각 유형의 특징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쌍룡문경 가운데 중국과는 다른 양

상으로 발전한 쌍룡문경으로 생각되는 월정사성보박물

관 소장 쌍룡문경을 분석하여 이 동경이 고려에서 독자적

으로 생산한 동경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Ⅱ.   고려시대 ‘龍’에 대한 인식과  
상징성

한국의 용 신앙이 형성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록

상으로 용의 등장이 이른 예는 『삼국유사』에서 북부여에 

관한 내용에서 천제가 오룡거(五龍車)를 타고 내려와 나

라를 세웠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 하지만 용 

1 용문경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고대부터 동경에 용문을 표현했고 현존하는 유물 수량도 상당하여 꾸준한 연구가 지속되는 

편이다. 한편 한국은 학위논문에서 용문경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용문경에 대한 단독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다음은 한국과 중국의 용문경과 관련된 주

요 논문들이다. 楊柏林, 1988(01), 「金代雙龍紋銅鏡和肇龍紋园鏡」 『黑河學刊』, 黑河市社会科學界連合会; 伊葆力, 2002(09), 「中國古代銅鏡上的龍紋飾」 『哈爾

濱學院學報』, 哈爾濱學院; 李蘭暎, 2003, 『高麗鏡 硏究』, 통천문화사; 黃貞淑, 2006, 「고려 중ㆍ후기 사상을 통해 본 동경 문양의 상징성 연구」, 대구가톨릭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彭雪飛, 2011(07), 「龍文化在龍鏡上的演繹(上)」 『東方收藏』, 福建日報報業集团; 彭雪飛, 2011(08), 「龍文化在龍鏡上的演繹(下)」 

『東方收藏』, 福建日報報業集团; 王宏, 2012(01), 「龍圖耀金鏡 寶鑑照妝奩 歷代龍纹銅鏡擷英」 『收藏』, 陕西省文史館; 安京淑, 2015,「高麗 銅鏡 硏究」, 한양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蘆博文, 2016(10), 「遼代銅鏡中龍紋样式初探」 『藝術科技』, 浙江舞台設計研究院有限公司. 

2 『三國遺事』, 卷 第1 奇異1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訖升骨城(在大遼醫州界), 乘五龍車, 立都稱王, 國號北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

名扶婁, 以解爲氏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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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삼국시대로 생각된다. 삼

국시대 용 신앙이 확고한 자리를 잡은 이유는 크게 세 가

지로 나뉜다. 첫째, 중국 기우제의 유입이고, 둘째, 용을 

통한 왕권 강화와 왕권의 절대성 부여가 있으며, 셋째는 

불교에서 전래된 용 신앙이다.3 이중 삼국시대 용 신앙의 

양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용은 왕과 관련된 설화 혹은 종교적 색채

를 갖고 등장한다. 우선 왕과 관련된 설화는 신라의 혁거

세(赫居世)가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나 탈

해왕(脫解王)이 적룡(赤龍)의 호위를 받으며 신라에 도착

했다는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용’에 대한 인식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용의 성격은 신이(神異)를 일

으키는 존재로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어 왕의 탄생이나 

행차 등과 연관 있다. 

왕의 신성성을 상징하는 용은 종교적 특징을 가지면

서 그 역할에도 변화가 생긴다. 먼저 삼국시대에는 도교

의 영향 속에서 용이 등장했으며,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적과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도교의 

사신(四神) 중 하나인 청룡이 있으며, 이는 강서대묘 사

신도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백제에는 능산리 절터에서 발

견된 금동대향로의 기대가 용 형상이며, 대향로에 표현

된 문양은 도교적 색채가 짙다. 하지만 발견 장소가 절터

인 만큼 이 향로는 도교와 불교가 융합된 결과물로 생각

된다.

삼국시대 불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 고려시대까지 

불교는 국가를 대표하는 종교였으며, 이는 불교와 관련된 

많은 설화가 형성·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중 용 

관련 설화는 용이 불교에 귀의해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

으로 여겨지면서 불교건축·석탑·범종 등 다양한 불교미

술품에 표현되기 시작한다. 그 예로 통일신라시대에 건

립된 감은사가 있다. 통일신라시대 문무왕이 왜구의 침

입을 막기 위해 감은사를 짓기 시작했으나, 이는 그의 아

들 신문왕으로 이어져 682년 완공되었다. 이 감은사에 대

해 『삼국유사』 「기이(奇異)」 제2에는 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세웠다. 왜병을 

진압하려 하여 이 절을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 해룡이 

되고, 그 아들 신문이 즉위하여 개요(開耀) 2년(682)에 필역(畢

役)하였는데, 금당계하(金堂階下)를 파헤쳐 동향한 한 구멍을 

내었으니 그것은 용이 들어와 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4 

바다를 건너 침입하는 왜구에 대한 걱정은 불법을 

통해 나라를 보호하고자 한 문무왕의 뜻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감은사라는 구체적 실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감은

사의 완공을 보지 못한 신문왕이 해룡이 되어 바다를 통

해 감은사로 들어온다는 『삼국유사』의 내용은 당시 불교

가 호국적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용 신앙은 왕권 강화, 기우제, 불법 수호의 

상징 등 다양한 성격을 갖고 전개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편적으로 용에 대한 인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용 신앙 위에 새로운 용의 개념이 축적되

었고, 이는 ‘용’을 건국설화와 결합한 고려 왕조로 이어져 

용 신앙의 명맥을 유지했다.

용은 고대부터 왕의 상징이었던 만큼 왕과 왕족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매개체였다. 특히 고려 왕조는 ‘용손

의식(龍孫意識)’을 통해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

고, 이는 고려 건국설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또한 고려

시대 용은 수신(水神)으로 물과 비를 관장하고 동시에 불

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고려시대 용에 관련한 기록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제는 건국설화[작제건(作帝建) 설화, 고경

3 高福升, 2014, 「韓·中 龍 傳承의 政治·宗敎的 比較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4.

4 『三國遺事』 「奇異」 第2. “…爲聖考文武大王創感恩寺於東海邊. (寺中記云, 文武王欲鎭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龍. 其子神文立, 開耀二年畢排. 金堂砌下東

向開一穴, 乃龍之入寺旋繞之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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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高麗史』 「高麗世系」. “…俄有一老翁拜曰, ‘我是西海龍王. 每日晡, 有老狐作熾盛光如來像, 從空而下, 羅列日月星辰於雲霧閒, 吹螺擊鼓, 奏樂而來, 坐此巖, 讀臃腫

經, 則我頭痛甚. 聞郞君善射, 願除吾害.’ 作帝建許諾.…”.

6 『高麗史』 「高麗世系」. “…作帝建聞其言, 知時命未至, 猶豫未及答, 坐後有一老嫗戱曰, ‘何不娶其女而去?’ 作帝建乃悟請之, 翁以長女翥旻義妻之, 作帝建賫七寶將還, 

龍女曰, ‘父有楊杖與豚勝七寶, 盍請之?’ 作帝建請還七寶, 願得楊杖與豚, 翁曰, ‘此二物, 吾之神通, 然君有請, 敢不從?’ 乃加與豚. 於是, 乘漆船, 載七寶與豚, 泛海焂

到岸, 卽昌陵窟前江岸也.…”.

7 『高麗史』 「高麗世系」. “…白州正朝劉相晞等聞曰, ‘作帝建娶西海龍女來, 實大慶也.’ 率開·貞·塩·白四州, 江華·喬桐·河陰三縣人, 爲築永安城, 營宮室.…”.

8 『高麗史』 「高麗世系」. “龍女嘗於松嶽新第寢室窓外鑿井, 從井中, 往還西海龍宮, 卽廣明寺東上房北井也. 常與作帝建約曰, ‘吾返龍宮時, 愼勿見. 否則不復來.’ 一日, 

作帝建密伺之, 龍女與少女入井, 俱化爲黃龍, 興五色雲. 異之, 不敢言. 龍女還怒曰, ‘夫婦之道, 守信爲貴, 今旣背約, 我不能居此.’ 遂與少女, 復化龍入井, 不復還. 作

帝建晩居俗離山長岬寺, 常讀釋典而卒. 後追尊爲懿祖景康大王, 龍女爲元昌王后”.

표 1 『고려사』 ‘작제건 설화’ 관련 기록

문헌명 권명 내용

高麗史

(1451)
高麗世系

잠시 후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 절을 하며 말하기를 “나는 서해의 용왕이오. 늘 해질녘이 되면 어떤 늙은 여우가 치성광여래(熾盛光如

來)의 모습이 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구름과 안개 사이에 해 ‧ 달 ‧ 별들을 벌여놓고는 나각(螺角)을 불고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

하며 와서는 이 바위에 앉아 『옹종경(臃腫經)』을 읽어대니 내 머리가 매우 아프오. 듣건대 그대는 활을 잘 쏜다고 하니 나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바라오”라고 하니 작제건이 허락하였다.5

…작제건이 그 말을 듣고 시명(時命)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하자 (그의) 자리 뒤에 있던 한 노파가 

놀리며 말하길 “어찌 그 딸에게 장가들지 않고 떠나려 하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작제건이 곧 알아차리고 그것을 청하니, 노인은 맏

딸 저민의(翥旻義)를 아내로 삼게 해주었다. 작제건이 칠보를 가지고 장차 돌아가려 하자 용녀(龍女)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있는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는 칠보보다 나은 것이니 어찌 요청하지 않으시는지요”라고 하였다. 작제건이 칠보를 돌려주며 청하기를 버

드나무 지팡이와 돼지를 얻기를 바란다고 하니, 노인은 “그 두 가지는 내가 가진 신통(神通)이오만, 그러나 그대가 요청함이 있으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면서 〈칠보에〉 돼지를 더해 주었다. 이에 〈작제건이〉 옻칠한 배에 올라 칠보와 돼지를 싣고 바다

를 건너 순식간에 바닷가에 닿아 보니 곧 창릉굴(昌陵窟) 앞의 강가였다.…6

…백주정조(白州正朝) 유상희(劉相晞) 등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작제건이 서해의 용녀에게 장가들고 오니 참으로 큰 경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개주(開州)ㆍ정주(貞州)ㆍ염주(鹽州)ㆍ배주 4주와 강화현ㆍ교동현ㆍ하음현 3현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 (그를) 위해 영

안성(永安城)을 쌓고 궁실을 지어주었다.7

용녀는 일찍이 송악(松嶽)의 새 집 침실의 창 밖에 우물을 파고 우물 속으로부터 서해의 용궁을 오갔는데 바로 광명사(廣明寺)의 동

상방(東上房) 북쪽 우물이다. 늘 (용녀는) 작제건과 더불어 다짐하기를 “제가 용궁으로 돌아갈 때 삼가 엿보지 마십시오. 어긴다면 다

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루는 작제건이 몰래 엿보았더니 용녀는 어린 딸과 더불어 우물에 들어가 함께 황룡으로 변

해 오색 구름을 일으켰다.…8

참문(古鏡讖文)]·기우제·신이·가무·장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은 『고려사』 건국설화 가운데 용과 관련된 

내용인 작제건 설화에 관한 기록이다. 삼국시대 각 나라

들이 용과 연관된 신화를 바탕으로 건국의 밑바탕을 마

련했듯이, 고려 역시 용과 관련된 설화를 통해 왕족에 대

한 특별함과 왕권의 당위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고대국

가에서는 왕권의 신성화를 위해 천손(天孫) 혹은 부처와

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권력을 정당화했다. 고려 역시 왕

권의 절대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

색했으며, 이전에 왕만 강조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혈통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드러냈다. 이는 건국설화로 볼 수 

있는 태조의 할아버지인 작제건 설화에서 뚜렷이 드러난

다. 작제건을 신성시하려는 의도로 구성된 이 설화는 작

제건이 용왕의 딸인 용녀와 혼인함에 따라 혈통의 우수성

을 보여준다. 이것이 ‘용손의식’으로 정착하면서 왕건의 

후손은 용왕의 후손으로 인정받게 되고 왕권의 당위성은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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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고려세계(高麗世系)」9는 고려 작제건 설화

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건을 통해 

왕건의 계보를 설명한다. 작제건은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

해 바다를 건너다 서해 용왕을 만나 도움을 들어주고 용궁

으로 초대를 받아 그의 딸과 혼인한다. 작제건은 용왕의 신

통력의 상징인 지팡이와 돼지를 얻었고, 돼지를 따라가 명

당자리에 집을 지었으나 부인과의 약속을 어겨 헤어지고 

불교 경전을 읽다가 죽었다. 용녀와의 사이에 4남이 있었

고, 그 중 장남이 용건이며 그가 바로 왕건의 아버지이다. 

작제건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다 용왕

을 만나 그의 딸 용녀와 결혼함으로써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할 수 있는 ‘용’이라는 상징성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고려 태조 왕건대에서 용의 자손이라는 구성을 구체적으

로 완성하면서 ‘용손의식’을 정립했다.

고려 왕실의 당위성을 상징하는 ‘용’은 건국설화에서 

용녀와의 결혼, 용과 관련된 암시를 통해 등장했다. 그리고 

이는 고려시대 왕족에 대해 ‘용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

록 했다. 고려시대 왕권의 신성화를 위해 내세운 용손의식

은 우리나라 고유의 용 신앙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요소

는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 가운데 ‘여섯째, 내가 지극

하게 바라는 것은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에 있

으니,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까닭이고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 및 오악(五嶽)ㆍ명산(名山)ㆍ대천(大川)ㆍ용신(龍神)

을 섬기는 까닭이다’10라고 하는 부분에서 엿볼 수 있다. 용

신을 섬긴다는 내용은 우리나라 고유의 용 관련 신앙이 보

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용왕의 후손이기에 용신을 섬

기는 행사가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려 왕권 신성화를 위한 용손의식은 ‘용왕(龍王)-용

녀(龍女)-용자(龍子)’로 이어지는 혈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왕건의 아버지 이름이 용건이라는 점에서 그 시작을 

알 수 있다. 또한 왕건 역시 송악 집에서 태어났을 때 자

주색 기운이 방을 비추는 것이 교룡의 형상과 같았고, 용

표 2 고려시대 ‘용손의식’에 관한 문헌 기록

문헌명 권명 내용

『高麗史』

(1451)

世家 

卷第24
高宗 

41年 

12月

高宗 41年(1254) 2월 갑신 神廟에서 山川神祇

들을 合祀하며 고하기를, 나라를 주관하는 산천 

신령께서 사람에 의지해 행하시는 것은 신의 법

도이니 몸을 붙이고 있는 나라와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을 어찌 불쌍하게 여겨 시종일관 보호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 三

韓 이래로 세 나라가 팽팽하게 정립하여 영토를 

다투느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태조(龍祖)께서 시대에 응하여 일어나셔서 백성

들의 여망에 따라 한번 의거를 주창하자 사방에

서 부응하여 자연스럽게 귀순하였습니다.11

王源墓誌

銘

(1171)

…공의 世系는 龍孫으로부터 나오고 ▨衣와 작

위를 이어 나라의 울타리가 되도다. 유교와 불교

에 통달하고 ▨에 또한 재능이 많아서 네 임금을 

3세에 걸쳐 섬기고 88세로 돌아가시도다.…12

『帝王韻紀』

(1287)
後題

…애석한 것은 우리나라 仁宗紀에 단지 핍박당

했다고만 말하고 그 끝에 왕위가 다시 복구되어 

길이 자손들에게 계책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

지 않았다는 것이 한 가지 결점이다. 어찌 난을 

평정하고 충신에게 의지하는 것과 龍孫이 이어

진다는 한 구절을 더하지 않고도 족하다고 하였

는가? (이것은) 선생이 몰라서가 아니라 (선생이) 

골라내고 간추렸기 때문이다. …

『東人之文

四六』

(고려 말)

卷5
文王 

哀冊

朴寅亮

…우리 신성하신 太祖에 이르러, 하늘에서 내린 

명을 따르시어 여러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여 빛

이 거듭나고 경사가 겹쳤도다. 龍孫이 대이어 일

어나서 큰일이 길이 성대하였네. 어질음과 효도

함으로 계책을 잇고, 엄하고 밝음으로 정사에 임

하니, 높도다! 그 덕이여, 빛나도다!13

9 『高麗史』 卷2 「世家」 卷第2 太祖 26年. “其六曰,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10 『高麗史』 卷第24 「世家」 高宗 41年 12月. “十二月 甲申 合祀山川神祇于神廟曰, ‘夫主國山川, 依人而行者, 神之道也, 則所寓之國, 所依之人, 能不哀矜而終始保護耶? 

本朝, 自昔三韓, 鼎峙爭疆, 萬姓塗炭, 我龍祖應期而作, 俯循人望, 擧義一唱, 四方響臻, 自然歸順…”.

11 『王源墓誌銘』. “…公之世系 出自龍孫▨衣襲爵 爲國藩垣 旣通儒釋」 ▨又多能 四朝三世 八十八薨…”.

12 『東人之文四六』 卷5 文王 哀冊 朴寅亮.

13 「高麗世系」에서는 虎景-康忠-寶育-辰義(唐 肅宗)-作帝建-龍建으로 이어지는 왕건의 계보가 전한다. 그리고 이들의 생애담은 전대 설화를 자양분으로 삼아 상당히 비

현실적이며 신이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예언을 비롯해서 산신·용왕·용녀와 같은 신이한 존재들과 인간이 교류·교접하며 한국의 서사 전통에 충실한 영웅

상도 잘 형상화되어 있다. 오세정, 2016, 「고려 건국신화 <고려세계>의 서사구조 연구」 『古典文學硏究』 Vol.49, 한국고전문학회,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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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얼굴이었다는 기록을 통해 용손임을 강조하고 있

다.14 이러한 경향은 왕건의 아들에게도 이어졌으며, 장화

왕후의 태몽에서 왕손의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15

고려 왕권의 신성화를 공고히 해주는 ‘용손의식’은 

그 시작은 명확하지 않지만, 문종대(文宗代)에 이미 성

립된 것으로 추정된다.16 <표 2>는 ‘용손’에 대한 기록으

로 왕위와 왕손이 ‘용손’임을 나타내는 내용들이다. 『고려

사』에는 태조를 용조(龍祖)로 인식하고 있어 태조의 자

손들은 용의 자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제

왕운기(帝王韻紀)』, 『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六)』은 왕

실과 관련해 용손이 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고려 왕조는 용손에 의해 이어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자겸의 난과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왕권 약화가 진행되자 

그 의식은 쇠퇴하며 이는 용손의식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

다. 고려시대 기록에서 용손의식은 왕권이 약한 시기에 

왕족이 ‘용손’임을 부정하는 내용이 많다.17 이는 왕권이 

강할 때엔 ‘용손’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기 어려웠으나, 무

신정권기에 접어들면서 혼란해지자 ‘용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해지고, 이는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용손’의 의미가 약화된 것이다. 

다음은 『고려사』 중 용 관련 기우제와 장식 등에 관

한 것으로, 특히 기우제는 용의 형상을 만들어 의식을 행

했다는 점에서 용의 특성을 이용해 왕실에서 가뭄을 극복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용은 물과 관련된 상징성으로 인해 고려시대 기우

제에서 영험을 바랄 때 필요한 존재였다. 고려 존속 기간 

동안 가뭄은 빈번히 발생했고 이를 불교적·유교적·도교

적·무속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18 이중 용은 무

속적·불교적 방법을 통한 기우제에 등장한다. <표 3>의 

『고려사』 기우제 기록에서 무속적 내용은 다수를 차지한

다. 이 기우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의례로 가뭄을 

해결할 방법으로 수시로 행해졌다.19 

문헌 기록상 기우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현종 12년

(1021) 5월 남성(南省) 마당에 토룡(土龍)을 만들어 기우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다. 이후 선종 6년(1089) 유사(有

司)에 명령하여 용을 그려 비를 내려달라 기도했으며, 인

종 원년(1123) 5월 토룡을 제작하여 무당을 모아 비가 오

도록 빌었다는 내용이 있다. 무속적 방법으로 무당이 기

우제를 치르는데, 이때 비를 다스리는 용의 모습을 그리

거나 만들어 비가 오도록 염원했다. 무속적 방법에 대해

서는 『고려사절요』 충숙왕 16년(1329) 5월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14 『高麗史』 卷1 「世家」 第一 唐乾符四年丁酉 正月. “丙戌 生於松嶽南第, 神光紫氣, 耀室充庭, 竟日盤旋, 狀若蛟龍. 幼而聽明睿智, 龍顔日角, 方頣廣顙. 氣度雄深, 語音洪

大, 有濟世之量”.

15 『高麗史』 卷第88 「列傳」 后妃. “莊和王后吳氏, 羅州人, 祖富伅…后嘗夢浦龍來入腹中…遂有娠生子, 是爲惠宗. 面有席紋, 世謂之襵主. 常以水灌寢席, 又以大甁貯水, 

洗臂不厭, 眞龍子也”.

16 이정란, 2014,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변동」 『한국사학보』 Vol.55, 고려사학회, p.16.

17 『高麗史』 기록 중 叛逆에는 용손을 부정하는 내용이 많다. 이는 왕권 약화로 인해 권력을 가진 이들이 왕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列傳」 

卷41에 이의민이 ‘용의 자손은 12대로 끝나고 다시 十八子가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다. 십팔자가 ‘李’씨 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

다. 또한 「列傳」 卷43 임연이 왕의 폐위를 계획할 때 용의 자손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반드시 지금 왕이어야만 하는지 물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들은 

모두 왕손으로 이어진 왕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왕이 되거나 왕을 폐위하기 위한 당위성으로 이용했다. 『高麗史』 卷第41 「列傳」 叛逆; 『高麗史』 卷第43 「列傳」 

叛逆. 

18 가뭄을 해결하고자 여러 종교에 의지했으며, 각 종교에서 추구하는 방법을 통해 기우제를 시행했다. 고려시대의 기우제는 유교·불교·도교 3교를 중심으로 행해

졌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가뭄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무속적 방법도 시행했다. 채미희, 2005, 「高麗時期의 國行 祈雨祭」,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34.

19 국행제로서 무당기우는 600여년간 고려와 조선 왕조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당기우제는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가가 여러 무당을 강제로 모아 

기우하는 ‘聚巫禱雨’이고 다른 하나는 무당을 햇볕에 쬐는 고통을 가하며 기우하는 ‘曝巫禱雨’이다. 전자는 국가가 행한 무당의 강제적 동원 방식이고 후자는 무당에 

대한 폭력적 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崔鍾成, 1998, 「國行 무당 祈雨祭의 歷史的 硏究」 『震檀學報』 86, 震檀學會,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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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顯宗 12年 5月. “五月 庚辰 造土龍於南省庭中, 集巫覡禱雨”.

21 『高麗史』 卷54 「志」 卷第8 五行2. “五年四月丙申 以旱甚, 王備法駕, 率百僚, 如南郊, 再雩, 巷市, 禁人戴冒揮扇”.

22 『高麗史』 卷11 「世家」 卷第11 肅宗 6年 4月. “乙巳 曝巫祈雨. 群臣上言, ‘松虫蕃殖, 壓禳無效. 臣等謹按, 京房易飛候云, ‘食祿不益聖化, 天示之虫.’ 臣等無狀, 以貽上憂, 

願進賢退不肖, 以答天譴.’ 不報. 設龍王道場于臨海院, 祈雨”.

23 『高麗史』 卷15 「世家」 卷第15 仁宗 元年 5月. “甲子 造土龍聚巫禱雨”.

24 『高麗史』 卷17 「世家」 卷第17 毅宗 5年 7月. “壬寅 設龍王道場於貞州船上, 禱雨七日”.

25 『高麗史』 卷53 「志」 卷第7 五行1. “明宗七年八月癸巳 靜州倉中, 有靑龍, 飛出騰空, 頃之倉灾”.

26 『高麗史』 卷53 「志」 卷第7 五行1. “元宗二年四月丁巳 太子, 行至西京, 黑龍, 見于大同江”.

27 『高麗史』 卷71 「志」 卷第25 樂2. “舞鼓. 侍中李混, 謫宦寧海, 乃得海上浮査, 制爲舞鼓, 其聲宏壯. 其舞變轉, 翩翩然雙蝶繞花, 矯矯然二龍爭珠, 最樂部之奇者也”.

28 『高麗史』 卷72 「志」 卷第26 輿服1. “…袞服. 玄衣五章, 繪以山ㆍ龍ㆍ華虫ㆍ火ㆍ宗彝, 纁裳四章, 繡以藻ㆍ米ㆍ黼ㆍ黻…”.

29 『高麗史』 卷72 「志」 卷第26 輿服1. “…案鋪, 以紅繡, 長竿, 飾以銀龍頭, 上元燃燈ㆍ八關會ㆍ御樓大赦, 乘之. 其還闕, 乘平輦, 其制, 如軺 而無屋”.

30 『高麗史』 卷83 「志」 卷第39 刑法2. “靖宗九年四月, 禁中外男女錦繡ㆍ銷金ㆍ龍鳳紋ㆍ綾羅衣服”.

표 3 『고려사』 용 관련 기우제 및 기타 기록

문헌명 주제 권명 내용

『高麗史』

祈雨祭

世家 卷第四

顯宗 12年 5月
5월 경진 南省의 마당에 土龍을 만들고, 巫覡을 모아 기우제[禱雨]를 지냈다.20

志 卷第八

五行 二 

선종 6년(1089) 5월 을해 가뭄이 드니 有司에 명령하여 용을 그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市場을 임시로 

닫아 각 마을의 저잣거리에서 장을 열게 하였으며, 해골을 묻어주게 하였다.21

世家 卷第十一

肅宗 6年 4月

을사 햇볕이 내리쬐므로 무당이 비를 빌었다.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송충이가 번식하여 온갖 제거 방법을 썼는데

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살펴보니 京房이 지은 『易傳』의 飛候篇에서 말하기를 ‘祿을 먹는 자가 임

금의 교화를 더하지 못하면 하늘이 虫災를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아무런 공적도 없이 주상께 근심만을 끼

치고 있으니, 원컨대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不肖한 사람을 물리쳐서 하늘의 견책에 답하소서”라고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臨海院에서 龍王道場을 열고 비를 빌었다.22

世家 卷第十五

仁宗 元年 5月
갑자 土龍을 만들어놓고 무당을 모아 비를 빌게 하였다.23

世家 卷第十七

毅宗 5年 7月
임인 貞州 배 위에서 龍王道場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7일간 기도하였다.24

神異

志 卷第七 

五行 一
명종 7년(1177) 8월 계사 靜州의 창고 안에서 靑龍이 나와 공중으로 날아올랐는데, 얼마 후 창고에 화재가 났다.25

志 卷第七 

五行 一
원종 2년(1261) 4월 정사 太子가 西京에 행차하자 黑龍이 大同江에 나타났다.26

歌舞

와

裝飾

志 卷第二十五

樂 二 

舞鼓 侍中 李混이 좌천되어 寧海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바닷가에서 떠다니는 나무를 얻어 무고를 만드니 

그 소리가 宏壯하였다. 그 춤도 이리저리 자꾸 달라져서 한 쌍의 나비가 꽃을 둘러싸고 훨훨 나는 듯하고 두 마리의 

용이 구슬을 사납게 다투는 듯하여 樂部 가운데 가장 기묘한 것이다.27

志 卷第二十六

輿服 一
…곤복의 玄衣는 5章으로 山·龍·華虫·火·宗彝를 그려 넣었으며, 분홍색 纁裳는 4장으로 마름·쌀·보·불을 수놓았다.…28

志 卷第二十六

輿服 一 輿輅

…〈초요련의〉 案鋪는 붉은 수를 놓고 장간은 은으로 된 龍頭로 장식을 넣고 上元燃燈會·八關會와 누각에 올라 大赦

令을 내릴 때 탄다. 闕로 돌아올 때는 平輦을 타는데, 그 제도는 초요련과 같으나 지붕이 없다고 하였다.29

志 卷第三十九

 刑法 二
靖宗 9년(1043) 4월 서울과 지방의 남녀들이 수놓은 錦繡, 銷金, 龍鳳紋, 綾羅로 만든 의복을 입는 것을 금지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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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高麗史節要』 卷24 忠肅王 16年 5月. “聚巫禱雨六日, 巫苦之, 皆逃匿. 搜捕者遍閭巷.史臣白文寶曰, ‘燮理陰陽, 宰相職也. 旱氣太甚, 尤當敬畏, 以答天譴, 曾是不

思, 而徒責雨於巫覡, 豈不謬哉’”.

“무당을 모아 6일 동안 기우제를 지내자 무당들이 이를 고

통스러워하다가 모두 도망쳐 숨어버렸다. 수색하여 체포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두루 돌아다녔다. 史臣 白文寶는 말하기를 

‘음양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은 재상의 직분이다. 가뭄의 기

세가 극심해졌으면 마땅히 더욱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늘의 

譴責에 응답해야 하거늘, 일찍부터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단지 

巫覡들에게 비를 책임지도록 하였으니 어찌 잘못되지 않았겠

는가’라고 하였다” 31

기사 내용에서는 무당을 모아 기우제를 지냈으나 고

통스러움에 모두 도망쳤다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기

우제를 행할 때 가뭄 날씨 속에서 무당이 고통스러운 의

식을 행했으며, 이때 흙으로 만든 용(土龍)도 함께 햇볕 

아래 두었다. 즉 무당은 용을 부리기 위한 사제의 의미로 

등장하였으며, 토룡은 주술적 행위를 통해 비를 몰고 오

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불교적 방법으로는 의종 5년(1151) 7월 배 위

에서 용왕도장(龍王道場)을 열어 7일간 기도했다는 기록

이 있다. 고려시대 당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다양한 도

장이 설치되었고 그중 하나가 용왕도장이다. 이 용왕도장

은 무속적 방법과 함께 시행된 경우도 있었다. 숙종 6년

(1101) 4월 극심한 가뭄으로 무당이 기도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숙종은 용왕도장을 다시 설치하여 기우제를 지냈

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통해 보면 용이라는 대상을 통

해 방법은 다르지만 비를 내리게 하고자 했으며, 이 또한 

용이 갖는 물의 상징성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외에 용은 가무와 장식의 요소로 기록되어 있다. 

그중 장식에 대한 내용에서 정종 9년(1043) 서울과 지방 

남녀들에게 용봉문(龍鳳紋)을 수놓은 의복 사용을 금지

했다. 용과 봉황이 왕의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민간에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용문이 민간에서 

널리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 ‘왕족=

용의 자손’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용에 대해 왕의 권력, 천재지변

을 막아주는 역할, 불교의 수호신으로서의 존재로 인식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고려시대 용 관련 기록이나 용손의

식에 뚜렷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가뭄을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신물로 일반생활에도 영향을 끼쳤다. 즉 

용은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고려시대 용은 단순히 종교적·민속적 측면에서 생각

하는 신물이 아니라 고려 왕실 그 자체를 상징했으며 ‘용

손의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국가 기강

을 바로잡을 때 용에 대한 신성함을 강조했고, 이와 동등

한 존재가 왕족임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왕족 외 사람들이 용봉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통해 

보면 용이 들어간 쌍룡문경의 사용에 있어 제약이 있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고려 건국 관련 설화 중 거울을 통해 왕건이 왕

이 될 것을 예언한 ‘고경참문’을 통해 고려시대 쌍룡문경

을 신성시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당

(唐) 상인인 왕창근(王昌瑾)이 시장에서 거울을 구입해 

벽에 걸었더니 해가 비치면서 거울에 새겨진 글자가 보여 

궁예에게 바쳤다. 궁예는 이 거울을 송함홍(宋含弘)·백탁

(白卓)·허원(許原) 등에게 그 내용을 해석하라 명하였다. 

이를 풀이한 신하들은 왕건이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이를 

궁예에게 그대로 말하면 화를 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꾸

며댄 말로 보고했다. 즉 거울에 새겨진 내용은 왕건이 왕

이 됨을 예언한 글이었다. 이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쌍룡’의 등장이다. “…두 마리 용이 나타나서 하나는 청

목(靑木) 속에 몸을 감추고 다른 하나는 흑금(黑金) 동쪽

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중 한 마리 용은 아들이 서

너 명인데 대를 번갈아 육갑자(六甲子)를 서로 이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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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두 마리 용은 왕건과 관련된 요소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청목이 소나무와 같아 이는 왕건의 고향인 송악을 

의미하고, 흑금은 철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고구려의 수

도이다. 그리고 이 용들 중 한 마리가 대를 이어 육갑자를 

잇는다고 함에 따라 왕건이 세운 고려는 용의 자손에 의

해 이어짐을 뜻한다. 따라서 거울은 왕건의 고려 건국을 

예언하는 매개체이며, 거울에 새겨진 내용에 등장하는 용

은 고려 왕족을 상징하는 신물인 것이다. 따라서 왕실의 

신성성과 권력을 상징하는 용이 표현되어 있는 용문경은 

그 자체로 왕실을 상징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인식

은 쌍룡문경 제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Ⅲ.   중국(10~14세기) 쌍룡문경의  
다양성과 고려 유입

 

1. 중국(10~14세기) 쌍룡문경의 다양성

중국에서 동경에 대한 이른 시기의 내용은 상고시대 

황제인 헌원(軒轅)에 대한 전기인 『헌원내전(軒轅內傳)』으

로 “황제와 왕모(王母)가 만나 12개의 거울을 주조하여 매

월 하나씩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1976년 청해

(靑海) 제가문화(齊家文化) 묘지에서 발굴된 동경은 용의 

형상이 있으며, 제작 시기는 앞서 언급한 황제가 동경을 주

조한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33 이를 통해 보면 동경 제작 초

기 시기(BC 2500)부터 동경 문양으로 용문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용문경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동경의 구도와 

형상도 다양하게 변모했으며, 특히 당대를 기점으로 용문

이 더욱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중국에서 제작된 용문경의 형태는 원형(圓形)·장방

형(長方形)·방형(方形)·아자형(亞字形)·규화형(葵花形)·

능화형(陵花形)·도형(桃形)·병형(柄形)·종형(鐘形)·정형

(鼎形)·팔각형(八角形)·육각형(六角形) 등 다양하다. 그

리고 용문의 형상에 따라 원룡(原龍)·수형룡(獸形龍)·사

룡(蛇龍)·반리(蟠螭)·기룡(夔龍)·훼(虺)·교룡(蛟龍)·마갈

(摩羯)·익룡(翼龍)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에 따라 반

룡(盤龍)·좌룡(坐龍)·등룡(騰龍)·유룡(游龍)·상룡(翔龍)·

단룡(團龍)·약룡(躍龍) 등이 있다.34

용문경이 크게 변화한 시기는 당대(唐代)부터이다. 

이전과 달리 용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고부조

의 생동감 넘치는 용을 나타냈다. 당대에 제작된 용문경

의 대표적인 예는 반룡문경으로 규화형이 많으며 문양도 

대부분 비슷하다. 반룡문경은 계권 없이 거울 바탕에 용

문과 운문을 표현했으며, 용의 머리는 대부분 뉴(보주)를 

향해 크게 입을 벌리고 있다.

반룡문경(사진 1)은 당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제작

된 것으로 ‘천추경(千秋鏡)’의 한 종류이다. ‘천추경’은 황

제의 생일을 명절로 삼아 동경을 황제에게 바치거나 상으

로 내리는 의식에 선물로 사용된 동경이며 ‘천추’라는 명

문이 동경에 있다.35 반룡문경의 특수한 성격을 통해 당대 

용을 표현한 동경이 황제를 상징하는 기물로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쌍룡문경이 중심 주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 역시 

당대부터이다. 중국 시안(西安)박물관 소장 쌍룡문경(사

32 『高麗史』 卷第1 「世家」 太祖. “貞明四年 三月 唐商客王昌瑾, 忽於市中, 見一人, 狀貌瓌偉, 鬚髮皓白, 頭戴古冠, 被居士服, 左手持三隻梡, 右手擎一面古鏡方一尺許. 

謂昌瑾曰, ‘能買我鏡乎?’ 昌瑾以二斗米買之. 鏡主將米沿路, 散與乞兒而去, 疾如旋風. 昌瑾懸其鏡於市壁, 日光斜映, 隱隱有細字可讀. 其文曰, ‘三水中四維下, 上帝

降子於辰馬, 先操雞後搏鴨, 此謂運滿一三甲. 暗登天, 明理地, 遇子年中興大事, 混蹤跡沌名姓, 混沌誰知眞與聖? 振法雷揮神電, 於巳年中二龍見, 一則藏身靑木中, 

一則現形黑金東. 智者見愚者盲, 興雲注雨與人征, 或見盛或視衰, 盛衰爲滅惡塵滓. 此一龍子三四, 遞代相承六甲子. 此四維定滅丑, 越海來降須待酉. 此文若見於明

王, 國泰人安帝永昌. 吾之記, 凡一百四十七字.’…”.

33 傳擧有, 2008, 「龍鏡硏究 - 中國銅鏡史硏究之一」 『湖南省博物館館刊』, 湖南省博物館, pp.329~330.

34 伊葆力, 앞의 논문, p.95.

35 千秋鏡’은 황제에게 선물하거나 혹은 황제가 내리는 선물이었기에 그 제작에 있어서 장인은 특별히 인식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張匯는 「千秋鏡賦」

에서 “장인이 (동경을) 만드는데, 주조하거나 단련하고 갈고 깎아 용이나 까치를 아로새긴다. 처음에는 옥병풍에 임한 듯하다. 난새가 비추더니 날아가버리고 금

누대에 든 듯하다. 마름꽃이 떨어지더니 사라졌다.” 치둥팡, 2007, 「거울과 환영 - 당대 동경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Vol.24, 한국미술사연구소,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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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은 육화형(六花形)으로 외구(外區)와 내구(內區)로 

구분되어 있다. 외구는 6개의 연부(緣部)에 맞춰 운문(雲

紋)이 표현되어 있고, 내구에는 둥근 뉴를 중심으로 두 마

리의 용이 뉴를 입에 문 형태로 서로 바라보며 배치되어 

있어 뉴의 역할이 보주(寶珠)임을 알 수 있다. 운문·용문 

등은 당대에 제작된 동경에 표현된 문양 형식이며, 특히 

용은 반룡문경의 용 형태와 유사해 반룡문경을 토대로 제

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 후난성(湖南省)박물

관 소장 쌍룡문경(사진 3)은 뉴를 중심으로 용 두 마리가 

대칭된 모습을 이룬다. 이러한 구도는 송대(宋代)의 쌍룡

문경에서 볼 수 있는 요소로 당대의 대칭 구도가 송대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송대에는 당대 용문을 계승한 쌍룡문경이 더욱 성행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송대 특유의 문양 구도와 용문으

로 동경을 제작함으로써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늘

에서 내려오는 듯한 형상으로 몸이 S자형인 쌍룡이 대칭

형으로 표현된 쌍룡문경은 대표적 예이다. 이 구도의 쌍

룡문경은 뉴의 하단에 향로가 표현되어 있으며, 이를 바

라보는 거북이가 있다. 특히 베이징 고궁박물관 소장 쌍

룡문경(사진 4)은 계권으로 ‘가희원년 정월 장자형(嘉熙

元年 正月 張子衡)’의 명문이 문양을 따라 둥글게 배치되

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해 이 동경은 1237년 남송대(南宋

代)에 제작된 동경임을 알 수 있어 이 시기 쌍룡문경의 일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남송대에는 고동기(古銅器)를 모

방한 형태의 ‘쌍룡정형경(雙龍鼎形鏡)’(사진 5)이 있다. 

쌍룡은 머리를 아래에 두고 꼬리를 위로 올려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 아래에는 파도치는 물결 모습이 표현되

어 있다. 파도 속에 거북이가 용을 바라보고 있는 이 동경

은 송대에 유행한 방고경(倣古鏡) 경향을 따른 것으로 길

상적(吉祥的) 의미를 갖고 있다.

요(遼)는 용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만큼 다양한 

용문을 도자·금속기 등에 표현했으며 동경으로도 많이 제

작했다. 요대(遼代) 초기의 용문경은 당대의 반룡문경 구

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제작되기도 했으나, 이후 요대의 

특징을 갖춘 용문경이 만들어진다. 대표적 예인 쌍룡문경

(사진 6)은 외구에 운문이 있고, 내구에 두 마리 용이 서로

의 꼬리를 보게끔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화염이 

달린 태극문(太極紋)을 잡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요

대의 쌍룡문경은 이러한 형식을 기본으로 제작되었으며, 

외구와 내구를 나누는 계권의 유무 정도 차이가 있다. 또

한 팔릉형(사진 7)의 형태에 맞추어 운문을 8개 배치하고 

내구는 원형경과 같이 쌍룡과 태극문·연화문(蓮花紋)의 

뉴좌(紐座)가 표현되어 있어 같은 도안이지만 형태를 달

리하여 제작되기도 했다. 요대의 쌍룡문경 중에는 선각으

로 제작된 예도 있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박물관 소장 

쌍룡문경(사진 8)으로서 용문의 배치는 요대의 쌍룡문경

과 동일하나, 크기가 크고 문양을 섬세한 선으로 거울 표

면에 새겼다는 특징이 있다. 주조가 아닌 선각(線刻) 기법

으로 문양을 표현했기에 용의 생김이나 곡선 등이 자연스

럽고 묘사적이다. 또한 용과 문양 사이 바탕 면을 선으로 

여백 없이 새겨놓아 용문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했다. 

사진 1   盤龍紋鏡 , 唐 , 徑 1 5 . 8 ㎝ , 

LACMA. USA(출처: LACMA.

U.S.A 홈페이지(https://www.

lacma.org/)).

사진 2   雙龍紋鏡, 唐, 徑 20.7㎝, 中國 

西安博物館(출처: 필자촬영).

사진 3   雙龍紋鏡, 唐, 徑 12.3㎝, 中國 

湖南省博物館(출처: 中國 湖

南省博物館 홈페이지(http://

www.hnmuse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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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각 동경은 요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예이

며, 더욱이 섬세하게 쌍룡문을 새겨놓았다는 점에서 요대

의 동경 문양 제재로 용문이 중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금대(金代) 역시 쌍룡문경의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송ㆍ요대에 비해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형태는 

원형·팔릉형 등이 있으나 대부분 원형이다(사진 9, 10). 

이 시기의 쌍룡문경은 선이 굵고 동세가 강한 두 마리 용

이 서로의 꼬리를 보며 뉴를 중심으로 에워싼 모습이다. 

이러한 형식은 요대의 쌍룡문경과 같으나, 연부를 따라 

장식된 운문 혹은 당초문(唐草紋)과 용의 형상은 가늘고 

곡선적인 요대의 동경과 차이를 보인다. 

원대(元代)는 요(遼)·금(金)에 비해 국가 존속 기간

이 짧아 이전 시기 동경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거나 

제작했던 것에 반해, 용문경은 문양에서 명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원4년명(至元四年銘)’ 

쌍용문경(사진 11)이 있다. 이 동경은 원대 쌍룡문경으로 

비교적 많이 제작되었다. ‘지원4년명’ 쌍룡문경은 뉴를 중

심으로 사각형의 구획 모서리에 ‘지원4년(至元四年)’36이

라는 명문이 있으며, 사각형 테두리 주변에 쌍룡과 초화

문이 장식되어 있다. 이전 시기의 쌍룡문경들은 용을 중

심으로 최대한 장식을 배제하여 동경 문양을 장식했다면, 

원대의 쌍룡문경은 명문이 동경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이 

주위에 용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 공간에는 국화

(菊花)·수조(水藻)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운문을 이용

하여 하늘이라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이전과 달

리 꽃·연잎·수조 등의 표현으로 물속 혹은 물가를 나타냄

으로써 용이 존재하는 공간의 변화를 시도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동경의 문양으로 표현된 

용문은 당대에 구체적 형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형식화

되었고, 쌍룡문 역시 당대에 대칭형으로 구성됨에 따라 

송대의 쌍룡문경에 영향을 주었다. 송대에는 용이 대칭

36 원대에는 ‘至元’이라는 연호가 두 번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원 世祖의 연호로 1264~1294년의 30년간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는 원 惠宗의 연호로 1335~1341

년의 6년간 사용되었다. 두 시기 모두 ‘지원4년’의 표기가 가능해 이 동경에 대한 제작 시기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쌍룡의 형태와 문양 배치 등에서 요·금

대의 쌍룡문경과 많은 변화가 있어 이 동경은 혜종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4   雙龍紋鏡, 宋, 徑 17.6㎝, 中國 故宮博物院(출처: 故宮博物院編, 2007, 

『故宮收藏 妳應該知道的200件銅鏡』, 紫禁城出版社, p.177).

사진 5   雙龍鼎形鏡, 宋, 徑 16.2㎝, 臺

灣 國立故宮博物院(출처: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2015, 『皇帝

的鏡子』, p.150).

사진 6   雙龍紋鏡, 遼, 徑 22.7㎝, 中

國 個人 所藏(출처: 劉國仁, 

2003, 『中華龍紋鏡』, 黑龍江

省人民出版社, p.199).

사진 7   雙龍紋鏡, 遼, 徑 24.5㎝, 中國 

遼寧省博物館(출처: 필자촬영).

사진 8   線刻雙龍紋鏡, 遼, 徑 38.5㎝, 

中國 遼寧省博物館(출처: 遼寧

省博物館編, 2014, 『淨月澄華-

遼寧省博物館藏古代銅鏡』, 遼

寧大學出版社,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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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마주보는 문양 구성이 유행하여 용 사이에 거북이

나 향로와 같은 문양을 함께 넣어 장식했다. 또한 정형(鼎

形), 능화형(菱花形), 도형(桃形) 등과 같은 형태로 제작

하여 쌍룡문경이 다양하게 제작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

다. 요(遼)는 당대(唐代) 용문경의 영향 하에 세장하고 날

렵한 용의 형상을 동경에 표현했으며, 이 용들은 서로의 

꼬리를 바라보며 뉴를 에워싼 구도이다. 용문과 함께 운

문·화염문·태극문을 넣어 동경을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금대(金代)는 요대(遼代) 쌍룡문경의 문양 구도를 답습하

면서도 용의 형태, 세부 문양 등에서 굵고 강한 표현이 이

루어져 금대(金代) 쌍룡문경만의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원대(元代) 역시 이전과 다른 양상의 쌍룡문경이 등장하

였으며, 이는 시대마다 용문의 변화를 추구하여 각 왕조

마다 독창적인 쌍룡문경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의지와 일

맥상통한다. 중국의 이러한 쌍룡문경의 변화는 주변 국

가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고려 역시 이러한 변화와 영향 

속에서 고려만의 독창적인 쌍룡문경의 제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고려시대 쌍룡문경의 유입과 종류

10~14세기 중국에서 제작된 쌍룡문경은 고려에 시

기별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문양으로 구성된 동경이 고려에 다수 존재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용을 신성시하여 용문을 민간에서 사

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으며, 당대에는 왕이 하사하는 

동경의 문양으로 표현할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 이러한 

경향은 용손의식을 갖고 나라를 창건한 고려에서 더욱 적

극적으로 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고려시

대 용문경은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왕손의

식이 약화되고 용문경이 민간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면서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동경의 질적 하락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 용문경의 다수를 차지하는 

쌍룡문경의 분석을 통해 고려시대 쌍룡문경의 변화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동경 중 쌍룡문경은 단일 주제로 많은 수

량이 제작되었으며, 현존하는 수량 역시 많은 편이다. 현

재 고려 쌍룡문경에 대한 단독 연구는 없으며, 대부분 단

행본·학위논문에서 유형 분류를 통한 간략한 연구가 이

루어져 있다. 쌍룡문경에 대해 유형 분류를 시도한 국내 

학자와 분류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사진 9   雙龍紋鏡, 金, 徑 16.8㎝, 中國 黑龍江省 阿城市 發見(출처: 劉國仁, 

2003, 『中華龍紋鏡』, 黑龍江省人民出版社, p.192).

사진 10    雙龍紋鏡, 金, 徑 24.5㎝, 中

國 遼寧省博物館(출처: 필자

촬영).

사진 11   至元四年銘雙龍紋鏡, 元, 徑 

22.3㎝, 中國 上海博物館(출

처: 上海博物館 編, 2005, 『練

形神治瑩質良工-上海博物館

藏銅鏡精品』, 上海書畵出版社, 

p.355).

표 4 국내 학자별 쌍룡문경 유형 분류

학자명 분류기준 유형

이난영 문양대
ㆍ문양대가 있는 쌍룡문경

ㆍ외구는 소문ㆍ계권이 없는 쌍룡문경

황정숙
형태, 문양 

(내, 외)

ㆍ圓形: 내-쌍룡, 외-운문

ㆍ圓形: 내-쌍룡, 외-연당초

ㆍ圓形: 내-쌍룡, 외-보화당초

ㆍ圓形: 내-쌍룡(연주문대), 외-보화당초

ㆍ圓形: 내-쌍룡, 외-소문

ㆍ圓形: 쌍룡(구획 없음)

ㆍ菱形: 쌍룡(구획 없음)

ㆍ葵形: 쌍룡(구획 없음)

ㆍ菱 / 圓形: 쌍룡+향로(구획 없음)

ㆍ方形: 쌍룡(구획 없음)

안경숙 문양

ㆍ보주가 없는 형태

ㆍ보주가 있는 형태

ㆍ향로가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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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갖춘 쌍룡문경은 다른 종류

의 동경보다 유형 분류가 어려운 편이다. 형태가 원형·팔

릉형 등으로 동일해도 표현된 문양은 각양각색이며, 크기 

역시 같은 원형임에도 9.3~29.4㎝의 큰 차이를 보이기에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표 4>의 학자들은 형태와 문양을 중심으로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분류에 있어 이난영은 계권이 문양대로 이

루어졌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했다.37 이는 다수의 쌍

룡문경은 간단히 분류할 수는 있으나, 여러 형태와 다양

한 문양으로 구성된 쌍룡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황정숙은 쌍룡문경을 형태와 문양을 

기준으로 열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38 이난영의 분류를 

더욱 세밀히 문양별로 구분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원형

과 팔릉형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이외 형태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편이다. 안경숙은 용문경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했으며, 그중 쌍룡문경은 보주와 향로와 같은 문양의 유

무를 통해 분류했다.39 이 역시 이난영의 분류와 마찬가지

로 간략한 분류로 인해 쌍룡문경에 나타나는 특징을 면밀

히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

러 학자들의 분류를 바탕으로 형태와 문양 등을 비교ㆍ보

완하여 유형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Ⅰ 유형:   원형(a: 계권+외구 문양+쌍룡, b: 문양(운문, 향로)+쌍룡, 

c: 쌍룡)

Ⅱ 유형: 능형 (a: 문양(운문, 향로)+쌍룡, b: 쌍룡)

Ⅲ 유형: 기타 형태 (문양+쌍룡)

고려시대에 제작ㆍ유통된 쌍룡문경은 중국에 현존

하는 쌍룡문경에 비해 종류가 다양한 편은 아니지만, 세

부 문양을 변형하여 제작된 경우가 많아 유형 분류에서 

이러한 구성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유형은 형태를 기준

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세부적으로는 문양의 

종류에 따라 정리했다.

Ⅰ 유형은 원형으로 쌍룡문경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

도로 많은 양이 제작됐다. 이로 인해 그 구성과 문양도 다

양하며 용문의 형태도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사진 12>

를 살펴보면 계권을 중심으로 외구에 당초문 등이 있고 내

구에 용문이 표현된 Ⅰ-a 유형, 운문·향로 등이 용문과 같

이 장식된 Ⅰ-b 유형, 쌍룡문만 동경에 표현한 Ⅰ-c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Ⅱ 유형은 능형 쌍룡문경이다. 팔릉형 

쌍룡문경은 연부 옆에 운문이 둘러져 있으며, 그 안에 쌍

룡이 뉴를 중심으로 대칭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는 Ⅰ 

유형에서 보이는 향로와 함께 쌍룡을 표현했다. Ⅲ 유형은 

방형(方形)·화형(花形)·정형(鼎形) 등 다양한 형태에 운문

이나 당초문 등과 함께 쌍룡이 표현된 경우이다. 

Ⅰ-a 유형은 동경 문양 면에 연주문 혹은 실선으로 

된 계권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외구와 내구로 나뉜다. 

외구에는 운문이나 당초문 혹은 연화문 등이 있으며, 내

구에는 뉴·뉴좌·쌍룡이 서로의 머리와 꼬리를 이어 둥글

게 배치되어 있다. 겹으로 된 연꽃형의 뉴좌가 원선문(圓

線紋) 내에 있다. <사진 12>의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

37 이난영, 앞의 책, pp.161~169.

38 황정숙, 앞의 논문, pp.144~146.

39 안경숙, 앞의 논문, pp.110~112.

40 『한국의 화장도구』, 2010,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p.7.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A B C

사진 12   유형 동경의 형태와 문양40 A: 雙龍紋鏡, 高麗, 徑 23.4㎝, 코리아나 화

장박물관, B: 雙龍紋鏡, 高麗, 徑 15.6㎝, 국립중앙박물관(덕수5208), C: 

雙龍紋鏡, 高麗, 徑 11.5㎝, 국립중앙박물관(본관4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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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쌍룡문경은 외구에 12개의 운문이 있고 내구에 쌍룡이 

서로의 꼬리를 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화염이 있는 태

극문이 있다. 이 동경과 같은 Ⅰ-a 유형은 중국 요대에 성

행한 쌍룡문경과 동일한 문양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팔

릉형 등 다른 형태로도 제작할 만큼 선호되었다. 요대에 

성행한 이 쌍룡문경은 인접 국가인 고려에도 전해졌으며, 

고려 역시 용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만큼 적

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의 용에 대한 인식은 고려만의 용문경 제작 욕

구를 자극했을 것이며, 이는 이 유형에 속하는 동경의 변

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요대의 쌍룡문경인 Ⅰ-a 유형은 적

극적으로 고려로 유입되었고, 쌍룡문경 중 가장 많은 수

가 현존한다는 점은 그 수요가 컸음을 방증한다. 이는 새

로운 동경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게 되어 유사한 구성이

지만 세부적인 요소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쌍룡문경(덕수1350과 덕수2858)(이하 덕수1350 

쌍룡문경, 덕수2858 쌍룡문경)(사진 13, 14)은 중국과는 

다른 구성을 갖추고 있어 고려의 미감(美感)을 통해 제작

된 쌍룡문경으로 생각된다. 외구에 운문을 단조롭게 표

현하던 요대의 쌍룡문경과 달리 외구에 연화당초문이나 

덩쿨문을 동경의 형태를 따라 둘렀으며, 용문도 요대의 

동경에서 보이던 상체의 양감이 풍부한 모습과는 차이

가 있는 가늘고 긴 형태의 용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덕수

2858 쌍룡문경에 보이는 유려한 신체 곡선과 자연스럽게 

몸의 방향을 틀어 뉴를 바라보는 형상은 요대의 쌍룡문

경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Ⅰ-b 유형은 연부가 넓고 뉴를 중심으로 쌍룡이 대

칭을 이루고 있으며, 용의 하단에는 운문에 휩싸인 향로

가 놓여 있고 바탕 면은 가는 선들로 채워져 있다. 이 문

양 구성은 향로를 통해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도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양은 

앞서 살펴본 중국 남송대에 대표적으로 제작된 쌍룡문경

과 같으나, 남송대의 동경이 대부분 팔릉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Ⅰ-c 유형은 길고 가는 몸체에 비늘이 있는 쌍룡이 

화면 가득 채워져 있다. 마치 뱀과 같은 형상의 용은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구불거리며 비튼 몸도 부자연스럽

다. 이와 같이 형태가 부정확하고 뱀과 같은 형태의 용 역

시 고려시대 쌍룡문경에 빈번히 보인다. 이 유형의 동경

은 덕수2858 쌍룡문경의 유연한 곡선 자세와 다리를 감

고 있는 꼬리의 표현이 유사하나, 꼬리가 신체에 비해 길

고 앞발 역시 신체에 비해 크다. 이 동경류는 덕수2858 쌍

룡문경을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나, 형상 표현과 

동경 상태는 질적 하락을 보인다.

Ⅱ·Ⅲ 유형은 형태와 용문이 다양한 편으로 고려시

대 유입ㆍ유통된 쌍룡문경을 통해 중국에서 전래된 쌍룡

문경의 종류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쌍룡문경들

은 변형을 거쳐 새롭게 창안한 동경으로 제작되었으며 

Ⅱ·Ⅲ 유형에 속한 예가 많다. 새롭게 창안한 동경은 Ⅱ 

유형보다 Ⅲ 유형에서 많이 보이나, 그 수량은 많지 않아 

수요층이 한정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Ⅱ 유형은 능형으로 다른 형태에 비해 쌍룡문의 구

성이 다양하고 용의 생김새도 각양각색이라는 점에서 쌍

룡문경의 다양한 면을 살필 수 있는 유형으로 형태는 팔

릉형과 육릉형이 있다. Ⅱ-a 유형(사진 15)은 팔릉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팔릉형 쌍룡문경(덕수1818)은 큰 

눈과 돼지 코, 사슴 귀 등 용의 안면 형상이 뚜렷하게 표

현되어 있으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머리에 뿔이 없고 

다리가 짧아 다른 쌍룡문경의 용들과 차이를 보이며, 특

히 다리에 꼬리를 감고 있는 당대(唐代) 용의 형상과 달리 

사진 13   雙龍紋鏡, 高麗, 徑 19.8㎝, 

국립중앙박물관(덕수1350),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필자촬영).

사진 14   雙龍紋鏡, 高麗, 徑 18.5㎝, 국

립중앙박물관(덕수2858), 출

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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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꼬리가 몸 뒤로 뻗어 있다. 각 용들은 서로의 꼬리를 

바라보는 자세로 요대(遼代)의 동경에서 보이던 특징을 

갖고 있다. 각 능에 맞춰 운문이 있어 빈 공간 없이 문양

으로 동경을 장식했다. 보통 뿔이 있는 용을 교룡이라 하

고 뿔이 없는 경우를 이룡(螭龍)으로 보는데 이 동경에 표

현한 용은 이룡으로 생각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팔릉형 쌍룡문경(덕수9461)은 

외구와 내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외구에는 능이 

연결되는 부분에 운문이 하나씩 배치되어 8개가 균일하

게 장식되어 있다. 또한 내구는 원형 뉴를 중심으로 두 마

리의 용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다른 쌍룡문과 달리 두 

마리 용의 머리가 다른 용의 꼬리 위에 겹쳐져 있는 모습

이다. 특히 목은 꼬리 위에 놓이기 위해 부자연스럽게 굽

어져 있고 신체에 비해 가늘어 전체적으로 어색한 모습이

다. 이 유형에는 Ⅰ-b 유형과 문양은 동일하나 팔릉형 형

태가 있으며, 원형보다는 팔릉형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

다. 대표적인 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룡문경(덕수

561)(사진 16)은 능에 맞춰 운기문(雲氣紋)이 장식되어 

있고, 원형 뉴를 중심으로 뉴의 하단에 향로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좌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상의 쌍룡이 있

다. 향로는 연기를 표현해 향이 피워져 있음을 보여주며, 

향로의 형태는 다족형(多足形)으로 당ㆍ송대의 자기나 

금속기로 제작된 수각형향로(獸脚形香爐) 혹은 정식방고

형향로(鼎式仿古形香爐)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Ⅱ-b 유형인 육릉형은 동경의 형태 중 흔한 편은 아

니나 쌍룡문경으로 제작된 예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육릉형 쌍룡문경(덕수2207)(이하 덕수2207 쌍룡문

경)(사진 17)은 화염에 쌓인 태극문 형태의 뉴를 중심으

로 세장한 두 마리의 용이 있다. 발톱이 세 개인 앞발을 

앞으로 내밀고 머리는 뿔이 있으며 새의 부리 같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 매서운 인상이다. 머리에 있는 갈기는 

마치 바람에 휘날리듯 머리 앞으로 날리고 있다. 또한 몸

에 뚜렷한 비늘 표현이 용의 형태를 뚜렷하게 해주며, 길

게 늘어진 몸체는 곡선을 이루지만 유연성은 떨어지고 꼬

리를 다리에 감고 있지 않은 형태이다. 

A B C

사진 15   Ⅱ-a 유형 쌍룡문경의 형태와 문양41 A:雙龍紋鏡, 高麗, 徑 19.1㎝, 국립

중앙박물관(덕수1818), B: 雙龍紋鏡, 高麗, 徑 18.9㎝, 국립중앙박물관

(덕수9461), C: 雙龍紋鏡, 高麗, 徑 14.5㎝, 국립중앙박물관(덕수561). 

41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42 『朝鮮古蹟圖譜』卷7, p.1168.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전라북도 부안군, 2006, 『부안 유천리 고려도자』, p.93.

사진 16   쌍룡문경에 표현된 향로 부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사진 17   雙龍紋鏡, 高麗, 28.8㎝,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2207)(출처: 『朝鮮古蹟圖

譜』卷7, p.1168.).

사진 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룡문경(덕수2207)의 용문과 유사한 고려시대 

용문 비교42 A: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룡문경(덕수2207) 용문 부분, B: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황비창천’명 원형 동경(덕수3194) 용문 부분, C: 

靑瓷象嵌龍紋梅甁 부분, 도자, 고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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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의 덕수2207 쌍룡문경은 원형의 ‘황비창

천’ 명경의 용문과 유사한 편이다. ‘황비창천’ 명경 용문은 

바다 속에서 상반신만 위로 내밀고 있어 전체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앞으로 내민 발과 얼굴의 뿔·입·갈기 등 부분

에서 비슷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청자상감용문매병(靑瓷象嵌龍紋梅甁)은 깨

진 부분을 복원하여 용의 머리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43 

이 청자의 용문 역시 가는 새부리 모양과 뚜렷한 눈, 크게 

벌린 입과 길게 내민 혀 등 덕수2207 쌍룡문경과 유사하

다. 특히 머리 뒤에서 역방향으로 날리는 갈기의 모양도 

비슷하기에 이 동경을 제작하던 시기에 이러한 형상의 용

문이 각종 공예품의 도안으로 성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유형은 기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쌍룡문경으로 

방형·화형 등이 있으나, 그 수량은 Ⅰ·Ⅱ 유형의 동경에 

비해 적은 편이다(사진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룡문

경(덕수295)(이하 덕수295 쌍룡문경)은 직사각형으로 중

앙의 뉴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이 바라보고 있다. 쌍룡

의 몸체 사이에는 운문들이 있는데, 이 역시 하늘을 나는 

용의 모습을 표현했다. 직사각형의 긴 면을 따라 몸을 길

게 펴고 고개를 돌려 뉴를 바라보는 용은 목과 꼬리 부위

를 곡선으로 처리해 유연함을 표현하고자 했으나, 굵은 

다리와 몸체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경직되어 보인다. 반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룡문경(덕수81)은 형태는 육화형

이나 문양은 Ⅰ-a 유형에 속하는 덕수2858 쌍룡문경과 동

일하다. 용의 머리는 뉴를 향해 있으며, 목부터 꼬리까지

의 몸은 유려한 곡선으로 이어져 있다. 앞다리는 앞뒤로 

들고 뒷다리 한쪽은 꼬리에 감겨 있으며, 몸 사이 공간에

는 운기문이 표현되어 있다. 이 문양은 원형경으로 제작

한 경우가 많으며, 외구에 문양을 더해 제작한 경우도 있

어 용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유형의 쌍룡문경은 송·요·금대의 쌍룡문경들이 

형태ㆍ문양별로 혼재되어 있으나, 각 시기별로 대표할 수 

있는 쌍룡문경을 중심으로 유통·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Ⅰ 유형에서는 요·송대 쌍룡문경의 예가 많은 편이

며, Ⅱ 유형에서는 송·금대 쌍룡문경의 경향이 짙은 동경

의 예가 많다. Ⅲ 유형은 쌍룡문경에서 흔하지 않은 형태

를 갖추고 있어 기존 동경의 변형을 시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송·요·금대 쌍룡문경의 도안을 차용하

지만 이를 바탕으로 새로 문양을 구성하여 쌍룡문경을 제

작한 예가 있어 고려시대 쌍룡문경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

한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Ⅳ.   고려시대 쌍룡문경의  
독자성 발현

1. 쌍룡문경의 고려화와 독자성 발현

고려는 중국 송(宋)을 비롯하여 10~14세기 존재한 

국가들과 교류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쌍룡문경이 고려

43 도자사 분야에서 이종민과 나선화는 이 매병편에 묘사된 용문이 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 유물은 유천리 일대의 파편에 포함된 유물로 기존에 알려

진 용의 도상에서 변화된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용의 머리 갈기 부분의 표현 변화로 진행 방향이 역으로 바뀌며, 이에 대해 중국 원대 청화백자의 영

향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의 갈기가 역방향으로 표현된 것은 1177년 제작된 표충사 향완의 용문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대의 용문과 매

병의 용문은 갈기 방향만 유사할 뿐 용의 안면 표현과 자세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갈기가 역방향으로 표현된 용문의 등장은 원(元)에 의한 것보다 고려 전기에 

이미 형성된 용의 표현 중 하나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선화, 2006, 「부안 유천리 상감청자의 국제성」 『부안 유천리 고려

도자』, 전라북도 부안군, pp.206~218; 李鍾玟, 2009, 「高麗靑瓷 龍 裝飾의 樣式的 系譜와 編年」 『역사와 담론』 제53권, 湖西史學會, pp.358~359.

44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사진 19   Ⅲ 유형 쌍룡문경의 형태와 문양44 A: 雙龍紋鏡, 高麗, 長18.7×15.3㎝, 국

립중앙박물관(덕수295), B: 雙龍紋鏡, 高麗, 徑16.8㎝, 국립중앙박물관

(덕수8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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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해져 각 시기의 특징을 반영한 쌍룡문경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다만 그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와 문양이 중

국 쌍룡문경과 유사해 고려에서 제작된 동경에 대한 구

분이 어려워 기존 연구에서는 자체 제작에 대한 가능성

만 언급했다.45 이러한 의견 중 황정숙은 원형 쌍룡문경 

중 운문이 장식되어 있는 동경을 고려 제작으로 보았으

며, 고려에서 제작된 동경이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을 제시했다.46 고려시대의 쌍룡문경은 비록 중국의 쌍룡

문경을 도입해 이를 모방하여 제작되기 시작했으나, 이후 

독자적 동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다양하

고 새로운 종류의 쌍룡문경이 출현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의 용은 왕족의 상징으로서 존재했고 불교

적 존재로 수호신의 역할을 했으며 물을 다스리는 능력

으로 인해 가뭄 해결을 위한 신령스런 동물이었다. 다양

한 능력과 역할로 인해 용은 회화·도자·공예 등 다양한 예

술품의 주제로도 등장했으며, 그 형상은 중국의 것과 달

라 고려만의 용문이 성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47 <사진 

20>을 보면 고려시대에 제작된 공예품 중 금동장신구·향

완·정병 등에 용문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용은 불교에서 

수호적 역할을 하여 불교 공양구의 문양으로 빈번히 등장

하는데, 그 형태나 묘사가 섬세하여 고려시대 용문을 면

밀히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진 20>의 표충사청동은입사향완(表忠寺靑銅銀

入絲香垸, 이하 표충사 향완)과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금동장신구의 용문은 요대의 영향을 보이면서도 세부 묘

사에서 중국과의 차이를 보인다. 표충사 향완은 57자의 

명문을 통해 대정(大定) 17년(1177)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48 간주(間柱)에는 운문에 둘러싸인 용 한 마리

가 입사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용문은 세밀한 표현

과 정교한 묘사 덕분에 이 당시의 용문을 알 수 있는 중요

한 자료이다. 향완의 용은 안면 표현이 섬세한 편으로, 벌

리고 있는 입 안의 이빨 사이로 긴 혀가 나와 있으며 부릅

뜬 두 눈 위로 사슴뿔 형태의 긴 뿔이 있다. 턱엔 긴 수염

45 李蘭暎, 2006, 앞의 책, p.161.

46 황정숙은 쌍룡문경 중 운문이 표현된 유형이 고려에서 제작되어 중국으로 유입된 동경으로 보았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운문이 있는 쌍룡문경은 요

대를 대표하는 동경으로 국내보다 중국에 다수 존재한다. 그렇기에 운문이 있는 쌍룡문경은 요대에 고려로 유입된 동경으로, 고려는 이 동경을 기본으로 삼아 새

로운 문양을 첨가하여 고려만의 동경으로 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황정숙, 앞의 논문, pp.149~150.

47 고려시대 용문은 금속공예품뿐만 아니라 도자기에도 다양한 구성으로 표현된다. 고려시대의 대표적 도자기인 청자에는 단룡·쌍룡·사룡 등 다양한 용문이 음각·

양각·상감 등의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숟가락부터 접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에 등장한다. 도자기에 표현된 용문 역시 금속공예품의 용문과 문양 변화 양

상이 비슷하기에 송·요·금·원대에 유입된 용문을 토대로 변화·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48 「大定十七年銘龍興寺香垸」 銘文. “大定十七年丁酉六月八日法界生亡共增菩提之願以鑄成靑銅香垸一副重八斤印棟梁道人孝初通康柱等謹發至誠特造隨喜者射文

昌寧北面龍興寺”.

49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 2018, 국립중앙박물관, p.301. 

Museum of Fine Arts, Boston(https://www.mfa.org/).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캠퍼스 박물관(http://museum.cu.ac.kr/).

A B

C D

사진 20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에 나타난 용문49 A: 表忠寺靑銅銀入絲香垸 부분, 

高麗(1177), 高 27.5㎝, 표충사 호국박물관, B: 金銅裝身具, 高麗, 徑 

3.4㎝, 미국 보스턴미술관, C: ‘興王寺’銘靑銅銀入絲雲龍紋香垸 부분, 

高麗(1289), 高 38.1㎝, 리움미술관, D: 靑銅銀入絲龍紋淨甁 부분, 高

麗, 高 40.7㎝, 통도사성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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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머리엔 긴 갈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다. 특히 

갈기는 뒤에서 앞으로 날리며 털 하나하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네 개의 발톱을 갖

고 있으며 몸의 비늘과 뿔 등은 입사 기법으로 제작됐다. 

향완의 용문은 태극문도 함께 시문되어 있어 요대 계열의 

쌍룡문경과 유사한 문양 구성이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금동장신구는 투조로 제작되었으며, 용이 앞

발을 뻗어 보주를 잡으려는 모습의 형태이다. 크게 벌린 

입과 뿔 등은 표충사 향완과 유사하지만, S자형의 목을 따

라 머리 뒤로 굽어진 몸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며 꼬

리가 다리를 감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당대의 동경에서 

시작해서 요대에 성행했던 표현이다.

‘흥왕사’명청동은입사운룡문향완(‘興王寺’銘靑銅銀

入絲雲龍紋香垸, 이하 흥왕사 향완)과 청동은입사용문정

병(靑銅銀入絲龍紋淨甁, 이하 용문정병)에 표현된 용문

은 팔화형 혹은 원형의 틀 안에 용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용 주변에 태극문·운문 등이 장식되어 있다. 흥왕사 향완

과 용문정병의 용문은 앞서 살펴본 표충사 향완의 새부리 

같은 입과 큰 눈 등의 표현과 차이가 있다. 흥왕사 향완은 

용의 안면이 둥근 선으로 표현되어 날렵한 인상은 없으

며, 앞·뒷발의 비례가 다르고 꼬리가 굵고 길게 뒤로 이어

져 있는 등 단순화된 형태이다.

금속공예품의 용문은 자체적으로 문양을 구성하고 

이를 기물의 바탕에 은입사 기법 등으로 표현했기에 시대

적 유행에 따라 장인의 능력이 동경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창안된 도안은 동경 문양을 구상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고려시대 쌍룡문경은 송ㆍ요ㆍ금대의 쌍룡문경을 

수용하여 이를 이용해 답반경으로 제작된 예가 많으며 

뉴·형태 등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다. 이중 국내 현존하

는 쌍룡문경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요대 쌍룡문경

의 영향을 많이 받은 Ⅰ-a 유형의 동경이다. 이 쌍룡문경

은 중국을 비롯해 국내외에 현존 수량이 많은 편이라 당

시 이 동경의 수요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1>은 Ⅰ

-a 유형 중 문양 변화가 있는 쌍룡문경으로 고려가 독자

적으로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형에서 보이는 

용문은 공통적으로 신체를 곡선으로 길게 늘어뜨린 자세

이며 꼬리가 한쪽 다리를 감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쌍룡문경(덕수316, 동원1804)은 이중 연화문 뉴

좌, 계권, 외구의 문양대, 용의 시선이 연부 쪽으로 향해 

있는 등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들 쌍룡문경은 동

일한 문양 구성에도 불구하고 문양의 고ㆍ저 부조, 태극

문의 유무 등 차이가 있어 독창적인 쌍룡문경을 제작하고

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덕수2858 쌍룡문경은 앞서 살펴본 쌍룡문경과 문양 

구성은 유사하나 연화문 뉴좌가 없고 용의 형태가 다르

다. 머리는 새의 형상과 유사하며 머리에 긴 뿔이 있고 목

부터 꼬리까지 형 곡선이 이어진다. 이 쌍룡문경의 용

문은 중국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며 중국 금상경(金上

京)역사박물관 소장 쌍룡문경과 용문은 비슷하나 계권과 

문양대가 없어 문양 구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사진 21>의 쌍룡문경들은 요대의 동경에 보

이는 6~8개의 외구를 장식한 운문 대신 초화문(연화문)

을 빼곡히 시문되어 외구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사진 

22>는 쌍룡문경 문양대의 표현으로 초화문은 가운데 만

개한 꽃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일한 꽃 문양이 배치되어 

50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A B C

사진 21   독자적 요소가 보이는 고려시대 쌍룡문경 150 A: 雙龍紋鏡, 高麗, 徑 26.7㎝, 

국립중앙박물관(덕수316), B: 雙龍紋鏡, 高麗, 徑 29.3㎝, 국립중앙박물관(동

원1804), C: 雙龍紋鏡, 高麗, 徑 18.5㎝, 국립중앙박물관(덕수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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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형으로 장식되었다. 특히 덕수2858 쌍룡문경의 초

화문은 연꽃이 봉우리 상태에서 만개하는 과정이 대칭형

으로 표현되었다. 외구에 문양을 반복 시문하는 형식은 

송ㆍ요대의 동경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이며, 이중 요대

의 동경은 <사진 22>의 쌍룡문경과 유사한 문양대가 있

는데 이러한 문양 구성은 요대 동경의 영향으로 볼 수 있

다. 다만 구성만 동일할 뿐 요대의 동경에서는 볼 수 없

는, 꽃이 피는 과정을 묘사하는 등 문양군을 형성해 이를 

반복 시문한 것은 고려 동경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외구와 내구로 나누어 쌍룡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

양을 표현한 것은 고려시대 청자 접시에서도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포류수금운문접시(靑磁象

嵌蒲柳水禽雲龍紋楪匙)(사진 23)에는 접시 중앙에 두 마

리의 용이 마주보고 있으며 긴 몸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용의 형태나 표현은 Ⅰ-a 유형 동경과 유사하며, 외

구에 표현된 문양은 청자 문양으로 자주 사용되는 버드나

무와 물새(오리)·수풀이 장식되어 있다. 이 접시의 문양 

구성은 두 줄로 이루어진 계권을 중심으로 외ㆍ내구에 문

양이 표현되어 있으며 쌍룡의 배치, 생김새와 외구 문양

의 대칭적 반복 등의 요소가 쌍룡문경과 친연성이 있다. 

고려시대의 독자적 요소가 보이는 쌍룡문경으로 앞

서 살펴본 <사진 22>의 동경 형태는 원형으로 문양대와 

용문이 함께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사진 24>의 동

경들은 형태와 용의 표현 등이 모두 달라 ‘다양한 형태와 

용문의 표현 변화’가 눈에 띈다. 

<사진 24>의 쌍룡문경은 육능형·방형·원형 등 다

양한 형태이며 용의 형상도 형태에 맞추어 각양각색이

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룡문경(덕수2207, 덕수3248)

(이하 덕수 2207 쌍룡문경, 덕수3248 쌍룡문경)은 요대

의 쌍룡문경에서 보이는 ‘태극문+쌍룡문’의 구성을 갖추

고 있으나 용과 태극문의 형태는 요대의 동경과 차이가 

있다. 덕수2207 쌍룡문경은 육능형 형태에 맞추어 용문

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의 뉴가 화염에 휩싸인 태극문으

로 되어 있다. 특히 쌍룡문은 앞서 언급했듯이 머리의 갈

기 표현이 고려시대 도자기·향완 등 공예품에 등장하는 

용문과 유사해 이러한 표현이 고려에서 창안된 용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꼬리로 다리를 감고 있던 요대 동경의 모

습에서 벗어나 진행 방향에 맞추어 앞발과 뒷발 하나씩을 

앞으로 내밀어 동적인 자세를 취했다. 덕수3248 쌍룡문

경은 Ⅰ-a 유형의 동경과 유사한 문양 배치를 보이지만, 

문양대가 없고 태극문도 변형되어 소용돌이 모양이다. 

연화문 뉴좌는 Ⅰ-a 유형과 유사하나 그 표현이 단순하고 

정교하지 못하다. 하지만 문양대가 있던 쌍룡문경을 변

형하여 문양대 없이 용문만 표현했으며, 바탕에 선을 이

용해 물결을 표현했고 문양의 배치를 새로 시도했다는 점

에서 이 동경은 Ⅰ-a 유형 쌍룡문경을 토대로 변형하여 

고려에서 제작된 사례로 보인다.

51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A B

사진 22   쌍룡문경 문양대에 표현된 초화문51 A: 동원1804, B: 덕수2858 쌍룡

문경 표현.

사진 23  靑磁象嵌蒲柳水禽雲龍紋楪匙, 고려, 徑 28.2㎝, 국립중앙박물관(덕수

6203)(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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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295 쌍룡문경은 장방형의 형태에 긴 변의 방향

으로 용문이 표현되어 있다. 가운데 뉴를 바라보고 있는 

용문은 앞서 설명한 쌍룡문경의 용문보다 도식화된 형태

이다. 하지만 고려적 요소인 갈기가 역으로 날리는 표현

이 보이며, 이와 같은 문양 구성의 쌍룡문경은 중국에서

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동경은 국내 국립중앙박물관 2

점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오사카역사박물관에 각각 1점

이 소장되어 있다. 국내외 소장 수량이 적은 편인데 고려

시대의 ‘고려국조’명경(‘高麗國造’銘鏡)과 같이 자체 제작

된 동경은 그 제작 수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룡문경 중 선각으로 제작된 

쌍룡문경(이하 덕수6173 쌍룡문경)이 있다. 이 동경의 

쌍룡문은 끌을 이용하여 용문을 새긴 것으로 선조(線造) 

기법 중 하나인 축조법(蹴彫法)으로 제작되었다. 안면 표

현은 단순하지만 몸의 털·비늘 등의 표현은 세밀한 묘사

가 돋보인다. 선각으로 쌍룡문경을 제작한 예는 중국에

도 있다. 중국 랴오닝성박물관 소장 쌍룡문경 역시 선으

로 쌍룡문을 새겼으며, 덕수6173 쌍룡문경과 달리 선각 

기법 중 모조법(毛彫法)을 이용해 가늘고 긴 선으로 용

문을 표현했다(사진 25). 또한 용문의 바탕은 세밀한 선

으로 채워 넣어 용문을 강조했다. 선각 기법을 이용해 문

양을 넣은 경우는 모란문(牡丹紋)·보화당초문(寶華唐草

紋)·쌍룡문·쌍봉문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쌍룡문을 새긴 

예가 많다. 이 동경의 쌍룡문은 새부리형 입, 역으로 날

리는 갈기 표현, 용 머리가 연부 쪽인 밖을 향하는 등 고

려적 표현 요소가 보이며, 태극형으로 표현되던 보주문

도 이중원(二重圓) 안에 형 문양을 넣은 새로운 도안이 

등장한다.

덕수6173 쌍룡문경은 소문경(素紋鏡)에 문양을 새긴 

것으로 고려에서는 흔하지 않은 제작 방식이다. 고려시대 

소문경은 연부가 넓은 것과 좁은 것 두 가지 형식이 있으

며 연부가 좁은 형태가 많은 편이다.53 덕수6173 쌍룡문경

은 소문경 중 연부가 좁은 형식과 동일한 형태로, 유사한 

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문경(덕수613, 덕수606, 덕

수1107)이 있다. 중국에서 제작된 소문경은 대부분 지역

52 『朝鮮古蹟圖譜』 卷7, p.1168.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필자촬영.

53 李蘭暎, 2003, 앞의 책, p.299.

사진 24    독자적 요소가 보이는 고려시대 쌍룡문경 252 A: 雙龍紋鏡, 高麗, 徑 

28.8㎝, 국립중앙박물관(덕수2207), B: 雙龍紋鏡, 高麗, 徑 22.5㎝, 국

립중앙박물관(덕3248), C: 雙龍紋鏡, 高麗, 長 18.7×15.3㎝, 국립중앙

박물관(덕수295), D: 雙龍紋鏡, 高麗, 徑 16.9㎝, 국립중앙박물관(덕수

6173).

A B

C D

A B

사진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룡문경 선각표현 비교(출처: 필자촬영), A: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덕수6173 쌍룡문경 선각표현, B: 中國 遼寧省博物館 

소장 쌍룡문경 선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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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地域銘鏡)으로, 문양은 없으나 명문이 새겨져 있어 

차이가 있다. 요대의 소문경 중 국내의 소문경과 유사한 

예는 중국 자오양시(朝陽市)박물관 소장 소문경이 있으며 

좁은 연부와 작은 뉴의 표현이 비슷하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그 예가 극히 적어 상호 영향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는 어렵다. 그렇기에 덕수6173 쌍룡문경은 국내에서 소문

경 위에 문양을 새긴 동경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2.   평창 월정사 구층석탑 발견 

쌍룡문경의 제작지 검토

고려시대 석탑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중 동경 4점이 있다. 각 동경은 사리함을 중

심으로 동,서, 북면에 각 1점, 바닥에 1점이 놓여 있었으

며 그 크기와 문양이 모두 다르다. 이중에 쌍룡문경이 있

었으며 동경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양이 섬세하게 표현되

어 있다. 월정사 석탑의 건립 시기를 11~12세기로 추정함

에 따라 동경의 사용 혹은 제작 시기 역시 이와 비슷한 시

기일 것으로 추정된다.54 또한 이 동경의 제작지에 대해 

중국경의 유사한 예를 제시하여 중국경일 가능성을 제기

한 의견도 있다.55 

하지만 고려 전기에 다수 제작된 쌍룡문경이 중국에

서 제작된 거울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와 쌍룡문경의 문양

을 재배치하여 고려에서 제작된 경우도 있어 이 동경의 

제작지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쌍룡문경(이하 월정사 소장 쌍룡

문경)과 같은 계열의 쌍룡문을 비교하여 제작지를 추정

하고자 한다.

1970년 월정사 구층석탑 해체보수작업 중 1층 탑신 

상면과 5층 옥개석 상면에서 사리공이 발견됐다. 5층 옥

개석 상면에서 은제 도금여래상이 나왔으며, 1층 탑신 상

면의 원형 사리공에는 다양한 사리장엄구가 납입되어 있

었다. 사리장엄구로는 청동외함, 동경 4점, 향나무 조각, 

은제내합, 향낭, 수정제 사리병과 「전신사리경(全身舍利

經)」 등이 발견되었다.

<표 5>를 보면 1층 탑신 사리공에서 발견된 동경 4

점은 동합을 기준으로 종류와 크기가 모두 다른 동경이 

동·서·북면과 합의 밑면에 놓여 있었다. 모두 원형이며 지

름이 19.4㎝인 쌍룡문경을 제외하면 크기가 11~12㎝ 내

외로 소지하기 쉬운 크기이다. 서수문경(瑞獸紋鏡)과 소

문경의 경우 고려의 동경으로 그 예가 많은 편이나, 월정

사 석탑에서 발견된 쌍룡문경과 파문경(波紋鏡)은 그 예

가 많지 않아 탑 내 발견된 동경 수요가 많은 종류부터 희

소성이 있는 동경까지 다양한 종류가 매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파문경(이하 월정사 

소장 파문경)은 쌍룡문경과 함께 이 동경들이 제작ㆍ사

용된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동경으로 그 사례가 많은 편

은 아니다. 파문경·어린문경(魚鱗紋鏡)·국화문경(菊花紋

鏡)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 동경의 문양이 

정확히 무엇을 표현했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문양은 곡

54 출토 동경들의 편년에 대해서 이난영은 사리장엄구 일괄품과 비교하여 11~12세기경으로 추정하였으며, 2010년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도록인 『고려 동경 거

울에 담긴 사람들의 삶』에서는 월정사 석탑에서 출토된 동경에 대해 석탑이나 금속공예품 등의 상대 편년 결과 11세기 무렵 제작되어 봉안된 것으로 추정했다. 

李蘭暎, 2003, 앞의 책, p.364; 국립중앙박물관, 2010, 『고려 동경 거울에 담긴 사람들의 삶』, p.45.

55 月精寺聖寶博物館, 2000, 『月精寺 聖寶博物館 學術叢書 Ⅰ, 月精寺 八角九層石塔의 재조명』; 송일기, 2002, 「五臺山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出土 ‘全身舍利經’

의 考察」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Vol.33,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 이송란, 2010, 「高麗時代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舍利具의 銅鏡 埋納의 樣相」 『博物館紀要』 

Vol.25, 단국대학교 박물관; 주경미, 2011, 「고려시대 월정사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再論」 『진단학보』 Vol.113, 진단학회.

표 5 월정사 구층석탑 출토 동경 목록

명칭 시기 형태 크기 안치 위치 (동합 기준)

雙龍紋鏡 고려 원형 19.4㎝ 底面

波紋鏡(花紋鏡) 고려 원형 11.4㎝ 西面

瑞獸紋鏡 고려 원형 11.9㎝ 北面

素紋鏡 고려 원형 11.5㎝ 東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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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점열문(点列紋)으로 표현하여 중첩시킨 형식은 동

일하나, 점열문의 방향이 달라서 일정한 규칙성이 없다. 

<사진 26>을 보면 월정사 소장 파문경의 문양 배열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소장 국화문경과 동일하고, 형

태는 중국 랴오닝성박물관, 미국 보스턴미술관, 일본 교

토국립박물관 소장 동경과 유사하다. 하지만 월정사 소

장 파문경의 문양 배열·형태 등 두 가지 조건 모두 동일한 

예는 없기 때문에 이 동경에 대한 명확한 특징을 파악하

기 힘들다.

이 같은 점열문 동경은 송대에도 보이나, 이 동경류

의 점열문은 요(遼)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크게 성행하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중 일부가 고려에 전해졌다.57 

따라서 요대의 특징이 강한 동경이 월정사 구층석탑에 매

납되어 있었다는 점은 건탑 시기와 요의 존속 시기를 통

해 11~12세기경에 이 동경이 고려로 유입되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쌍룡문경(사진 27) 역시 국

내외에 흔하지 않는 예로, 동경 배면이 문양으로 가득 채

워져 있다. 연주문으로 나누어진 외구에는 연당초문이 

둘러져 있으며, 내구에는 두 마리 용이 뉴를 중심으로 바

라보며 있다. 동경의 문양은 고부조로 형태가 뚜렷하고 

용의 형상도 생동감 있고 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고

려 동경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에 속한다. 

이 동경은 쌍룡문경 중 Ⅰ-a 유형에 속하며 ‘문양대

+쌍룡문’ 조합을 이루고 있다. 단권으로 된 연주문대로 

내ㆍ외구가 나뉘며, 연주문대 내측에는 화초문이 장식되

어 있다. 외구에는 덕수2858 쌍룡문경과 동일한 화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만개한 연화문을 중심으로 양측에 봉우

56 이 동경의 명칭이 다양하나 어떠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각 소장처에서 부여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며, 

추후 이 동경의 명칭에 대한 연구를 통해 再考하고자 한다. 

57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파문경은 요대에 제작된 동경으로 중국 랴오닝성박물관과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동경과 형태·문양 면에서 유사하다. 요대의 동경은 연

부가 얇고 뉴가 작으며 표면은 문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뉴 주위에 문양이 나타나도록 표현되었다. 반면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경은 연부가 두껍고 

뉴 역시 동경 제작 시 새로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 유입된 파문경을 원본으로 하여 제작된 고려 동경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 파문경은 국내에 현존하는 

예가 중국보다 많으므로 이 동경의 제작지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진 27   雙龍紋鏡, 高麗, 徑 19.5㎝, 월정사성보박물관(출처: 필자촬영).

B

사진 26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파문경과 유사 동경56 A: 波紋鏡, 高麗, 徑 11.4

㎝, 월정사성보박물관, B: 魚鱗紋鏡, 遼, 徑 15.9㎝, 中國 遼寧省博物館, 

C: 菊花紋鏡, 高麗 혹은 遼, 徑 10.8㎝, 미국 보스턴미술관, D菊花紋鏡, 

高麗, 徑 14.6㎝,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E: 菊花紋鏡, 高麗 혹은 遼, 

徑 12.4㎝,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A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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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진 꽃이 만개하는 과정을 하나의 문양군으로 묶어 반

복 시문되어 있다. 내구에는 연주문이 둘러진 원형 뉴가 

있으며 뉴를 중심으로 두 마리 용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

다. 용문 역시 덕수2858 쌍룡문경과 동일하여 같은 문양

을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동경은 내ㆍ외구를 구

분하는 권의 문양 구성이 다르다.

월정사 소장 쌍룡문경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는 동

경의 예는 많지 않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룡문경(덕

수5232)(이하 덕수5232 쌍룡문경)이 있으며 이외에 용문

이 동일한 예가 다수 존재한다. <사진 28>은 월정사 소장 

쌍룡문경의 용문과 동일한 계열의 용문이 표현되어 있는 

동경들이다. 형태는 원형·육화형·육릉형으로 다양하지만 

뉴를 중심으로 동일한 형태의 용문을 배치했다는 공통점

이 있다. 이중에 앞서 언급한 덕수5232 쌍룡문경은 형태·

크기·문양 면에서 가장 유사하며 나머지 동경들은 뉴를 중

심으로 배치된 용의 형태와 자세 등에서 동일하다. 

각 동경들의 용문은 공통적으로 뉴를 향해 유려한 

곡선으로 몸을 비틀고 있는 자세이며, 사슴뿔 형태의 뿔

이 머리 위에 있고 긴 부리형 입은 굳게 다물고 있다. 왼

쪽 앞발은 높이 들어 세 발가락을 펴고 보주를 쥐고 있으

며 긴 꼬리는 오른쪽 다리를 감고 있다. 몸 주위에는 운기

문이 표현되어 있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의 형상을 나타

낸 것으로 보이며, 자세나 표현 등에서 당대의 반룡경과 

유사한 면을 찾을 수 있다.

<사진 29>의 쌍룡문 표현을 보면 각 동경들의 용문

은 동일한 형태·구성이지만 사용에 따라 문양이 무뎌져 

용의 비늘과 같이 세세한 문양이 안 보이기도 한다. 이중

에 덕수5232 쌍룡문경의 용문은 문양의 세부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비늘 표현이 촘촘하고 규칙적으로 나열된 

다른 용문과 달리, 덕수5232 쌍룡문경의 용문은 굵은 선

으로 투박하게 표현되어 있어 경범으로 찍어낸 후 장인이 

문양을 다시 그려 주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58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필자촬영.

59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필자촬영.

사진 29    쌍룡문경의 용문표현59 A: 쌍룡문경(월정사), B: 쌍룡문경(덕수5232) , 

C: 쌍룡문경(덕수81), D: 쌍룡문경(덕수179).

C D

BA

사진 28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쌍룡문경의 용문과 유사한 예58 A: 雙龍紋鏡, 

高麗, 徑 19.5㎝, 국립중앙박물관(덕수5232), B: 雙龍紋鏡, 고려, 徑 

14.5㎝, 국립중앙박물관(덕수179), C: 雙龍紋鏡, 고려, 徑 16.8㎝, 국립

중앙박물관(덕수81), D: 雙龍紋鏡, 고려, 유리건판필름(건판22088), 국

립중앙박물관.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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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소장 쌍룡문경은 고려시대의 독자성이 보이

는 쌍룡문경인 덕수2858 쌍룡문경, 덕수5232 쌍룡문경과 

문양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동경의 제작지가 고려

라고 생각된다. 이는 이 동경이 요대 동경의 영향을 받은 

Ⅰ-a 유형에 속하지만, 요대의 동경 중에는 이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점도 이 동경이 고려시대에 국내에서 제작

되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하지만 월정사 소장 쌍룡문

경과 같은 문양 구성이 고려에서 독창적으로 이루어진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요대 동경의 문양 구성

을 차용하여 재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요대에 제

작된 동경 중 이와 유사한 문양 구성을 갖춘 예가 있다.

요대의 작품으로 알려진 쌍룡문경 중 월정사 소장 

쌍룡문경과 외구의 문양대가 유사한 동경 2점이 있다. 연

주문으로 둘러진 권과 화문으로 이루어진 문양대는 외구

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내구에는 뉴를 중심으로 쌍룡이 

배치되어 있다. 중국 개인 소장 쌍룡문경(사진 30)은 외

구의 문양대와 쌍룡문의 배치 면에서 쌍룡문경 종류 중 

Ⅰ-a 유형과 같다. 이 동경의 용문은 월정사 소장 쌍룡문

경과 유사하나 안면 표현, 뿔의 형태, 비늘 등 표현이 투

박하고 두터운 편이다. 또한 중국 링위안시(凌源市)박물

관 소장 쌍룡문경(사진 31)은 외구의 문양대가 비슷하나, 

용문의 형상이 어룡(魚龍)에 가까워 문양 구성만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대 쌍룡문경의 문양 구성은 

외구에 화문이나 운문을 넣어 꾸미는 형식으로 정착했으

며, 이후 금대의 동경에까지 영향을 끼쳤다.60

월정사 소장 쌍룡문경은 함께 매납된 점열문경과 같

이 11~12세기 조성된 동경으로 보이며, 요대 동경 계열의 

영향을 받은 Ⅰ-a 유형의 ‘문양대+쌍룡문’ 구성으로 이루

어져 있다. 요대의 동경은 단권·이중권으로 내ㆍ외구를 

구획하여 문양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쌍룡문

경은 이러한 구성으로 외구에 운문·화문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내구에는 쌍룡문이 있다. 월정사 소장 쌍룡문경

은 요대에 제작된 동경을 토대로 문양을 배치·구성했으

며, 내구에 있는 용문은 기존의 동경에서 찾기 힘든 도상

을 사용함으로써 독창적인 쌍룡문경으로 거듭났다. 중국

에 현존하는 다수의 쌍룡문경과의 비교를 통해 월정사 소

장 쌍룡문경과 유사한 예를 찾을 수는 있으나, 동일한 문

양 배치와 구성이 전무하며 유사한 동경 역시 희소한 편

이다. 따라서 월정사 소장 쌍룡문경은 중국 요대 쌍룡문

경의 문양 구성을 차용하여 고려인들이 선호하는 용 문양

과 함께 문양을 구성한, 즉 고려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Ⅴ. 맺음말

용은 다양한 뜻을 함의한 상상의 동물로 동양에서는 

신비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삼국시대에 이

어 고려시대 역시 용문이 건축·예술품 등에 등장하였고, 

특히 건국설화인 작제건 설화에서 ‘용손의식’이 드러나면

서 고려 왕족은 용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용손의

식’은 왕의 상징이었던 만큼 고려사회 전반적으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다. 또한 용의 특징인 물을 관장하

는 능력과 길흉을 알려주는 능력, 신성한 존재 등은 『고려

60 금대의 동경 중 월정사 소장 쌍룡문경과 동일한 구성을 갖춘 동경이 있다. 이 동경은 연주문대와 외구의 화문, 내구의 용문 등 문양의 형태·배치가 모두 월정사 소

장 쌍룡문경과 유사하다. 하지만 연부가 넓고 뉴를 붙인 흔이 넓게 나타나는 등 답반경의 특징이 뚜렷하여 이전 시기에 제작된 쌍룡문경을 이용하여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동경의 연부에는 금대 동경의 특징인 험기가 남아 있다. ‘柳河縣驗記官’이라는 명문을 통해 이 동경이 금대 ‘유하현’에서 검수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0   龍紋鏡, 遼代, 徑 10.3㎝, 中

國 個人 所藏(출처: 劉國仁, 

2003, 『中華龍紋鏡』, 黑龍江

省人民出版社, p.162).

사진 31   雙龍紋鏡, 遼代, 中國 凌源市

博物館(출처: 劉淑娟, 1997, 

『遼代銅鏡硏究』, 沈阳出版社,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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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기우제·신이·가무·장식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의 용은 다양한 능력과 의미를 갖고 

있었고, 특히 왕실 그 자체를 상징했기에 그 사용이 엄격

히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용문경 역시 그 제작ㆍ사용

에 있어 왕실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려시대의 쌍룡문경은 그 종류와 수량이 많은 편으

로, 이는 중국을 통해 수용된 동경과 국내에서 자체적으

로 제작된 동경이 혼재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중국(10~14세기) 쌍룡문경의 

다양성을 고려와 존속 시기가 겹치는 송·요·금·원대의 대

표적인 쌍룡문경을 통해 정리했다. 

중국 쌍룡문경은 고려로 유입되어 형태 및 문양 구

성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려

는 유입된 쌍룡문경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은 아니며, 자

체적으로 쌍룡문경을 제작하고자 했음을 중국 쌍룡문경

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봤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국내 

학자들의 쌍룡문경 유형 분류를 비교ㆍ보완하여 유형 분

석을 제시했다. 

고려시대 중국에서 유입된 다양한 쌍룡문경은 고려

화 진행과 함께 고려에서 창안한 쌍룡문경 제작으로 이어

졌다. 고려시대의 용문은 다양한 공예품에 등장했으며, 

특히 향완·정병과 같은 불교용구에 섬세한 문양으로 새

겨졌다. 고려시대의 공예품 중 향완의 용문은 머리 갈기

가 역방향으로 날리는 모습이며, 이는 고려시대 쌍룡문경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 이에 쌍룡문경에서 

보이는 독자적 요소로 ‘문양대+쌍룡문’, ‘다양한 형태와 용

문의 표현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문양대+쌍룡문’

의 구성은 요대의 동경에서 시작되었지만, 고려로 유입되

면서 외구 문양대에 다양한 화문이 표현되었으며, 쌍룡도 

요대의 쌍룡문과 형태적 차이가 있다. 이는 요대 동경의 

문양 구성을 차용하면서 새로운 쌍룡문 도안을 사용했음

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동경 형태와 용문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쌍룡문경의 종류를 풍부하게 한 점은 ‘다양한 

형태와 용문의 표현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일률적

인 용의 형태·자세에서 벗어났으며, 선각 기법을 통해 용

문을 표현하는 등 형태와 제작 방법 등에서 다양화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평창 월정사 구층석탑 발견 쌍룡문경은 중국 쌍룡

문경과 구성은 유사하나 문양 조합이 흔하지 않아 이 동

경의 제작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함께 매납된 3점의 

동경 중 요대의 동경으로 보이는 파문경과 석탑의 건탑 

시기를 통해 이 동경들은 11~12세기 유입ㆍ제작된 것으

로 추정했다. 그리고 쌍룡문경은 ‘문양대+쌍룡문’의 구성

을 갖추고 있어 요대 동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

다. 하지만 문양대의 화문과 용문 표현은 이전과 다른 요

소를 보여 이와 유사한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 동경은 요대의 동경에서 보이는 연주문의 계권과 외구

의 화문대·쌍룡문이 동일한 구성이지만, 세부 문양의 조

합이 중국에서는 찾기 힘든 예라는 점에서 요대 동경의 

문양 구성을 차용하여 고려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신하였

다. 본 연구는 국내 현존하는 쌍룡문경 중 고려에서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되는 쌍룡문경을 밝히는 것에 의의가 있

다. 하지만 그 대상에 있어 현존 수량이 많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쌍룡문경에 대한 추후 지속

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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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agon is an imaginary animal that appears in the legends and myths of  the Orient and the West. While 

dragons have mostly been portrayed as aggressive and as bad omens in the West, in the Orient, as they symbolize the 

emperor or have an auspicious meaning, dragons signify a positive meaning. In addition, as the dragon symbolizes 

the emperor and its type has been diversified considering it as a divine object that controls water, people have tried to 

express it as a figure.

The records related to dragons in the Goryeo dynasty appeared with diverse topics in ‘History of  Goryeo’ 

and are generally contents related to founding myths, rituals for rain, and Shinii (神異), etc. The founding myth 

emphasizes the legality of  the Goryeo dynasty through the dragon, and thi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dragon's 

descendants. In addition, the ability to control water,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dragon, was symbolized as an 

earth dragon related to the rainmaking ritual, i.e., wishing for rain during times of  drought. Since the dragon was 

the symbol of  the royal family, the use of  the dragon by common people was strictly restricted. Furthermore, the 

association of  a bronze dragon mirror with the royal family is hard to be excluded. 

The type and quantity of  bronze double dragon mirrors discovered to have existed during the Goryeo dynasty is 

great, and the production and the distribution of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seem to have been more active 

compared to other bronze mirrors, as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produced during Goryeo and bronze 

mirrors originating in China were mixed.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e bronze mirrors from 

the 10th century to the 14th century in China were examined.

It seems that the master craftsmen who produced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during the Goryeo 

dynasty were influenced by Chinese composition patterns when making the mirrors. Because there were many 

cases where a bronze mirror’s country of  origin could not easily be determined, in order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bronze double dragon mirrors produced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bronze mirrors produced in 

China, meticulous analysis was required. Thus, to ascertain that Goryeo mirrors were not imitations of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originating in China but produced independently, the mirrors were examined using the 

bronze double dragon mirror type classification system existing in our country.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ype I, which has the style of  the Yao dynasty, includes the greatest proportion; 

however, despite there being only a small quantity for comparison, Types II and III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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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made in Goryeo because they have unique composition patterns.

As mentioned above, distinguishing bronze mirrors made during Goryeo from bronze mirrors made in China 

is challenging because Goryeo bronze mirrors were made under the influence of  China. Among them, since the 

manufacturing place of  the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found at the nine-story stone pagoda in Woljeongsa 

Temple in Pyeongchang is questionable and the composition pattern of  the bronze mirror is hard to find on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made in China, the manufacturing place of  those bronze mirrors were examined. 

These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were considered as bronze mirrors with double dragons made during the 

Goryeo dynasty adopting the Yao dynasty style composition pattern as aspects of  the composition pattern belonged 

to Type I, and the detailed combination of  patterns is hard to find in mirrors produced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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