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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 동경의 흐름 속에서 연호문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반도 남부와 일본에서 삼한경(三韓鏡)-방제

경(倣製鏡)의 제작기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연호문은 시문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1식은 구획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각 연호문의 복원 지름이 동일한 것이고, 2식은 연호문의 복원 지름이 동경의 구

획과 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3식은 아예 각 연호문이 동일하지 않고 완전한 호선(弧線)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식과 2식만 확인되며, 전국(戰國)시대에는 1식이 주류를 점하고 전한(前漢)시대부터 2식이 주류를 점하

게 된다. 특히 초엽문경과 성운문경의 연호문 주연을 비롯하여 연호문이 일반화되는 명대경(銘帶鏡)에 이르기까지 일

반적으로 연호문의 반지름은 동일 동경의 중앙에서 뉴좌 언저리의 길이와 일치한다. 이런 제작 전통은 한반도 남부의 

대구 평리동, 영천 어은동 등지에서 출토된 대형 삼한경의 연호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초기의 삼한경 제작자들은 중

국 중원에서 연호문을 제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제작기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

이다. 이에 반해 영천 어은동에서 동반되어 출토된 삼한경 중에는 연호문을 그냥 무작위로 그려 넣은 3식의 사례도 함

께 확인된다. 그리고 3식은 이후 일본 방제경 제작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 연호문이 정확한 구획에 의해 그려지는 것

이 아니라 형태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3식은 처음부터 등장하지만 1·2식

의 연호문을 가진 야요이시대 전중기의 방제경은 확인되지 않으며, 야요이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확인된다. 이

를 근거로 하면 일본의 경우 한반도의 삼한경이 야요이시대 전중기에 유입되고, 야요이시대 중기말경 석제 거푸집을 

이용한 소형 방제경의 제작이 개시된다. 이후 토제 거푸집을 이용한 기술이 새롭게 대형 방제경의 제작에 도입되면서 

1식과 2식의 연호문경 제작기술이 도입되는 등 동경 제작기술이 진일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제도기술

의 이면에는 히라바루(平原) 분묘에서 출토된 동경의 명문에 기록된 ‘도씨(陶氏)’ 공인들의 이주와 같은 직접적인 기술 

전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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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평양 석암리 9호분에서는 한경 2매가 출토되었는데, 

그 출토 정황이나 분묘에 대해서는 이전 국립중앙박물관

에서 발간한 재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국립

중앙박물관 2018). 이 보고서 작성 중 필자는 연호문경 

두 점을 관찰하고 간단한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글은 그

것을 바탕으로 이전의 연구와 연결하여 중국 중원의 동경 

제작기술이 한반도와 일본 등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까지 좀 더 광역으로 다룬 글이다.  

필자가 연호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까닭은 석암리  

9호분 동경의 관찰 외에도 이전 밀양 교동 출토 성운문경

과 명대경1의 분석을 통해 팔방구획선이 존재함을 밝힌 

바 있으며(이양수 2006), 다뉴조문경의 시문 방법을 분석

하여 원을 도안하는 방법이 콤파스를 사용하는 것과 원판

을 대고 그리는 방법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는 등(이양

수 2005) 동경의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 삼한경2의 연호문에 대한 검

토 중 연호문의 복원 지름이 7개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마도 7이라는 숫자가 연호문의 시문기술

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였다

(이양수 2017).

연호문은 전국시대의 동경에서부터 확인되지만 이

것의 시문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한 연구가 없고, 연

호문의 시문 방법을 통해 중국에서 제작된 한경과 이를 

모방하여 만든 삼한경의 구분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방제한 기술에서도 중국의 연호문을 단순히 모

방한 것과 시문법 자체를 이해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구분

이 가능하며, 이런 이해가 중국 제작 공인의 이동인지, 아

니면 자체적인 기술력의 향상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

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먼저 중국 동경의 흐름에서 연호

문의 출현과 전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연호문의 

시문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하겠다. 그리

고 이런 연호문 시문의 원칙이 한반도 남부와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

석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연호문에 대한 개요

1. 연호문인가 내행화문경인가?

연호문이란 둥근 호선이 연속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꽃무늬처럼 보여 내행화문이라고도 부른다. 본래 내행화

문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고전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태

양의 빛이 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꽃과는 관련이 

없어 연호문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

다(이재현 2000). 내행화문이라는 명칭은 다카하시 겐지

(高橋健自)(1911)가 『칼과 구슬과 거울(劍と玉と鏡)』3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이후 히구치 다카야스(樋口隆康)(1979), 

오카무라 히데노리(岡村秀典)(1993) 등 대부분의 일본인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중국에서는 『박고도록(博古

圖錄)』에서 육화경(六花鏡), 십육화경(十六花鏡) 등의 명

칭으로도 부르지만, 최근에는 주로 연호문으로 부른다(孔

祥星 1992). 북한에서도 ‘련호문’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

인데, 특이하게 련호문경과 내행화문경을 구분하는 경우

가 있다(리지린·김재용 2002). 하지만 그 구분의 기준은 도

1 명대경은 보통 이체자명대경이라고 부르는 동경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체자’라는 명칭은 음과 뜻은 같으나 모양이 다른 한자를 칭하는 것으로 정자의 획수를 줄

여 간략화한 것으로 동경에 새겨진 글은 이체자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자명대경이라는 명칭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명문대를 가졌

다는 의미인 명대경은 타당한 이름이므로 ‘이체자명대경’이라는 용어 대신에 ‘명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필자는 이전에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단뉴경을 한경(韓鏡)으로 지칭한 바 있다(이양수 2010). 그런데 한경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한경(漢鏡)과 발음이 같아 혼동

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국 전한·후한의 동경은 한경이라 하고 삼한의 단뉴경은 삼한경으로 칭하고자 한다. 물론 삼한의 동경에는 다뉴경도 포함되기 때문에 

광의의 삼한경은 다뉴경＋단뉴경이지만 이 글에서의 삼한경은 협의의 의미로 단뉴경에 한정한다.

3 이 책은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l.ndl.go.jp/info:ndljp/pid/76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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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나 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설명만으로는 명확하게 구

분 기준을 알기 어렵다. 

중국 전국시대의 연호문경(그림 2A~2C)을 보면 빛

이 발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꽃을 표현한 듯한 

명칭인 내행화문보다는 형태 자체의 특징으로 명칭을 부

여한 연호문이 더 타당해 보인다. 

2. 원호를 그리는 방법

손으로 대강 호선을 그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 동경

을 보면 연호문은 일반적으로 완벽한 원호를 이룬다. 이

렇게 원호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필자(2005)가 제시

한 바와 같이 크게 원판을 대고 그리거나 콤파스를 이용

하여 그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문이 가능하다. 

여러 개의 원을 그리는 경우 콤파스를 이용하면 하

나의 중심에 맞추어 등간격으로 원을 그릴 수 있는 반면, 

원판을 이용하면 중심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등간격으로 

원을 그리는 것이 힘들다. 대표적으로 대전 괴정동 출토 

다뉴조문경의 경우 내구를 구획하는 원들 간에 간격이 달

라 한쪽으로 치우쳐 제도가 된 사례를 통해 원판을 이용

한 제도의 증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연호문의 경우 여러 개의 원을 그려야 되

기 때문에 콤파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제작이 거의 불가능

하다. 그리고 콤파스를 이용한 작도는 기본적으로 석제

가 아닌 토제 거푸집을 이용해야 콤파스 중심의 고정흔 

등 사용 흔적을 보완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도된 연호문이 시문된 동경의 거푸집은 기본적으로는 

토제 거푸집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Ⅲ. 중국 동경에서 연호문의 흐름

 연호문이 등장하는 것은 전국시대의 연호문경(그림 

2A~2C)에서부터다. 연호문은 구획의 편의를 위해 짝수

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연호문

경은 특이하게 7개의 호선을 가진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6개의 호선을 가지는 경우는 출토지 불명의 것4이 알려

져 있다. 7개의 호선을 가지는 경우는 후난(湖南) 창시(長

沙) 나이먼광창(南門廣場) 9호묘·위에루샨(岳麓山) 105

호 초묘(楚墓), 후베이(湖北) 광화(光化) 서한묘(西漢墓), 

쓰촨(四川) 청두(成都) 양쯔샨(羊子山) 서한초기묘(西漢

初期墓), 산둥(山東) 린이(臨沂) 인취샨(銀雀山)1호 서한

전기묘(西漢前期墓) 등이 알려져 있다. 7등분은 쉽지 않

은데, 이렇게 구획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행운의 숫자 7의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

도 있을 것이다.5 주목되는 또 하나는 후술할 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의 삼한경이 이처럼 7개의 연호문을 가지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연호문이 몇 개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연호문의 복원

되는 지름은 서로 간에 동일한 것이 원칙인데, 유일하게 그림 1 원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 (이양수 2005)

원판을 대고 주연부를 만드는 방법

1 2

콤파스를 이용하여 원문을 시문하는 방법

4 『中國銅鏡圖典』의 136페이지에 제시된 반리연호문경이 대표적이다(孔祥星 1992).

5 중국 전통문화에서 ‘7’은 가장 신비로운 숫자로 길함을 표시하거나 흉함을 표시하기도 한다. 달과 연관시켜 좋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공자께서 만년에 불미

스런 악몽을 꾼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나, 민간의 상장에서 ‘제칠(祭七)’처럼 장례와 연관시키기도 한다. 불교에서도 인생에 7가지 재난이 있다는 

이야기도 흉한 의미와 연관된다. 이외에도 ‘7’은 변수, 난잡함, 많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탕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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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연호문을 가진 후난(湖南) 창시(長沙) 나이먼광창

(南門廣場) 9호묘 출토품은 연호문 하나가 상대적으로 크

기가 작으며 그 연호문의 지름은 뉴좌의 지름과 일치한다

(그림 2B). 

연호문연을 가지는 경우도 전국경에서 확인된다(그

림 3A~3C). 전한대의 초엽문경, 성운문경 등과 비교하

면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것을 알 수 있다.7 사엽경, 사

룡경 등이 대표적인데, 12~16개의 연호문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13개의 연호문을 가진 것은 후난(湖南) 창시

(長沙) 판지안핑(潘家坪) 6호묘 출토품이 알려져 있다(그

림 3C). 일반적으로 사엽경의 경우 연호문의 지름은 뉴좌

의 크기와 관련 없어 보이는데(그림 3B, 3C), 후난(湖南) 

창시(長沙) 판지안핑(潘家坪) 6호묘 출토 세지용문경의 

경우 뉴좌와 연호문의 복원 지름이 일치하고 있어 이때부

터 연호문의 도안에 있어 구획에 사용한 콤파스를 재이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호문연이 일반화되는 것은 초엽문경부터다. 초엽

문경의 연호문은 대부분 16개인데(그림4C), 이는 4방, 8

방, 16방으로 나누어지는 일반적인 구획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전국~전한 초기의 동경들에 보이는 

6, 7, 12, 14 구획은 일반적인 구획 원리로 나누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점에서 제도 원리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

구를 기대한다. 제도 원리로 보다 가장 쉽게 구획하는 법

은 2-4-8-16의 반씩 나누는 방법이다. 아마도 여러 가지 구

획이 행해지다 결국 16방으로 완성된다. 이런 16방의 구

6 별도의 표기가 없는 도면은 모두 孔祥星(1992)에서 전재하였다.

7 영천 용전리 목관묘에서 출토된 동경에 대해서 연호문이 잔존하고 있는 점, 오수전이 출토된 점을 근거로 초엽문경 혹은 성운문경으로 필자는 판단한 바 있다(국

립경주박물관 2007). 하지만 보고서에도 기술한 바와 같이 두께가 대단히 얇은 점에서 일부러 마연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형태라면 시기가 이른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두께만으로 본다면 이 동경은 전국시대의 연호문연을 가진 동경의 파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다.

그림 2   전국시대 연호문경의 연호문.6 A: 四川 成都 羊子山 서한 초기묘, B: 湖

南 長沙 南門廣場 9호묘, C: 湖北 光化 서한묘

A

B C

그림 3   전국시대 사엽경 등의 연호문. A: 출토지 불명, B: 출토지 불명 (姚江波 

2006), C: 湖南 長沙 潘家坪 6호묘

A

B C

그림 4   전한 초의 연호문. A: 국립중앙박물관(신수 18), B: 山西 太原, C: 安徽

(安微省 外 201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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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연호문이 사라질 때까지 가장 일반적인 구획 원리가 

된다. 초엽문경의 형상을 가진 것 중에서 샨시(山西) 타이

위안(太原) 출토의 권대사엽변사화엽경(그림 4B)은 평연

에 20개의 연호문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 이는 앞선 전

국시대 동경의 영향 하에 출현한 반리문경과 연결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남부의 창원 다호리 1호묘, 밀양 교동 3호묘 

등지에서도 출토된 성운문경 역시 연호문연을 가진 특징

적인 거울이다. 특히 성운문경 뉴좌의 외곽에도 16개의 연

호문이 장식된 사례가 많다. 이 경우에도 16방 구획선에 

일치하게 도안이 되어 있다. 성운문경을 비롯해 일부 동경

에는 뉴좌에도 연호문을 가지는 사례가 있다. 밀양 교동 3

호묘 출토 성운문경이 대표적인데, 이것의 경우 뉴의 지름

이 뉴좌의 연호문, 뉴좌의 지름이 연호문연의 원호의 지름

과 일치한다(그림 5A). 동경 제작에 있어 동일한 콤파스를 

여러 번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명대경에 들어서면서 초기의 것은 연호문연을 가지

기도 하지만 대부분 뉴좌와 명문대 사이에 연호문을 배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성운문경과 달리 8개의 연

호문을 가지는데, 이는 주연에서 내구로 들어오면서 그

릴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 때문으로 보인다. 특이하게 짱

수(江蘇) 양저우(揚州) 출토의 명대경은 12개의 연호문을 

가지는 사례도 있다(그림 5B). 

명대경을 거치면서 무문의 평연 주연부, 주문양인 

명문대, 명문대와 뉴 사이의 연호문대, 뉴좌의 배치가 자

리 잡게 되고, 이러한 연호문대의 배치는 이후 상해(上海)

박물관 소장 훼룡문경(그림 6B)이나 후난 출토 수대경(그

림 6C)에서도 계속 확인된다.

박국경에서 연호문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허난(河南) 뤼양(洛陽) 출토의 박국경처럼 뉴좌에 붙은 T

자문의 양쪽에 배치된 8개의 소유에 연호문이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내행화좌뉴라고도 부른

다(高橋健自 1911). 이것들은 대부분 8방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러한 소유는 수대경이나 사신경에서도 확인된

다. 연호문이 빛을 뜻하는 점에서 이러한 소유는 별을 뜻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에서도 전 김해 양동리 출

토 박국경(그림 7A, 7B)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연호문

을 가진 소유가 확인된다. 

그림 5   성운문경과 명대경의 연호문. A; 밀양 교동 3호묘(필자 촬영), B: 江蘇 

揚州, C: 밀양 교동 17호묘(필자 촬영)

A

B C

그림 7    박국경과 연호문경의 연호문(필자 촬영). A: 전 김해 양동리, B: 전 김해 

양동리 세부, C: 평양 석암리 9호분

A

B C

그림 6   연호문대를 가지는 한경(A·D 필자 촬영). A: 명대경, B: 훼룡문경,  

C: 수대경, D: 연호문경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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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국경은 연호문대를 가지지 않고 박국경과 

동시기 혹은 뒤 시기의 수대경, 연호문경에서 연호문대

를 가지는 점은 계보를 달리하는 동경일 가능성이 점쳐진

다.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편년을 

중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호문경은 명칭으로는 연호문이 주문양인 것 같지

만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품(그림 7C)처럼 초기에는 운

뢰문대가 주문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연호문은 명

대경에서 이어진 것처럼 주문양대와 뉴좌 사이에 배치된

다. 이것이 변화하여 원강(元康)4년(294)명 편복좌연호

문경 단계가 되면 뉴좌의 문양과 연호문이 결합하여 주문

양의 양상을 보여준다. 

수수경에도 연호문이 보이는데, 원흥(元興)원년

(105)명 변형사엽수수경은 24개(그림 8A), 영강(永康)원

년(167)명 변형사엽수수경은 21개, 건녕(建寧)원년(168)

명 변형사엽수수경은 28개, 희평(熹平)3년(174)명 변형사

엽수수경은 23개를 가지고 있어 수수경은 일반적인 연호

문의 구획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제작됨을 알 수 있다. 5호

16국의 혼란기에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기봉경에서도 연호문은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뤼양

(洛陽) 추카아오(燒溝) 한묘(漢墓) 출토품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2개의 연호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

이하게 허난(湖南) 천저우(郴州) 동한묘(東漢墓) 출토의 기

봉경은 주연이 평연이며 내측에 16개의 연호문을 가지고 

있다(그림 8B). 

부조식신수경은 주로 강남에서 만들어지는데, 원흥

(元興)원년(105)명 환상뉴신수경, 영강(寧康)원년(167)명 

환상뉴신수경, 희평(熹平)2년(173)명 환상뉴신수경, 중평

(中平)4년(187)명 환상뉴신수경(그림 8C) 등 다양한 것들

이 있지만 연속된 호선을 가지는 경우는 없으며 단독으로 

반원에 가까운 문양을 가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전국시대의 동경에서부터 시작된 연호문은 

평면적인 수수경, 기봉경 등을 마지막으로 동경의 주요한 

문양에서 사라진다. 전국시대의 연호문은 8, 16개 등 정

형화된 것이 아니라 6~8개 사이의 연호문을 가지며, 특히 

7개의 연호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7’이라는 숫

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의 연호

문경은 빛이 발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태양과 관련 

있어 보인다. 

 전한이 되면 초엽문경과 성운문경에서 주연의 가장

자리를 연호문으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는데, 

대부분이 16개의 연호문으로 정형화된다. 이런 전통은 

역시 태양, 빛이라는 의미와 관련되는 것 같다. 이런 연호

문연은 이후 명대경에서 일부 확인되지만 점차 사라지고 

명대경에서 주문양대와 뉴좌 사이에 연호문대로 자리 잡

게 된다. 이는 동경에 담긴 세계관이 태양에서 우주로 확

장되면서 뉴를 중심으로 태양을 나타내고 연호문 밖을 더 

넓은 우주로 표현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전통은 

이후의 훼룡문경, 신수경에서도 일부 확인되는데, 특이하

게 박국경에서는 연호문은 주요한 문양에서 탈락하고 소

유의 장식에 8개의 연호문을 가진 형태로 남게 된다. 이

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태양을 상징하지만 여러 개가 함께 

나오는 점에서 별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

후 후한이 되어 연호문경이 등장함으로써 연호문대가 주

문대와 뉴좌 사이의 문양으로 주류를 점하게 된다. 이런 

점을 본다면 명대경-훼룡문경-연호문경으로 이어지는 연

호문대를 가지는 계열과 박국경은 별도의 제작 계열로 구

분될 가능성이 있고 연호문경의 등장 연대도 전한으로 거

그림 8   후한대의 연호문. A: 元興원년(105)명 수수경, B: 湖南 郴州東漢墓,  

C: 中平4년(187)명 신수경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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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후 동경의 제작이 강남으로 넘어가면서 입체적인 

신수경이 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연호문은 개별로 분리

되어 주연과 문양대의 사이에 자리하게 된다. 이후 삼국

~육조경 중에서 기봉경, 수수경 등 평면적인 문양을 가지

는 동경을 중심으로 연호문연을 가지는 것들이 나타나며 

연호문이 연호문 구획으로 바뀌어 연호문 안에 다른 문양

이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확인된다. 하지만 수·당대에 이

르러 동경이 우주관을 담고 있던 이전과 달리 고사 등의 

이야기를 담는 형태로 바뀌며 연호문은 거의 자취를 감추

게 된다. 

Ⅳ. 연호문 구획과 그 의미

1. 중국 동경의 연호문 시문 방법

이상과 같이 연호문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중국 중원

에서 동경 제작에 있어 연호문은 기본적으로 원호를 그려 

연속하는 연호문인 것이 확인되었다. 차이점은 여러 가지

가 있지만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연호문의 복원 지름과 동

일한 구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점이

다. 물론 연호문의 개수 역시 구획선을 몇 개 그었는지, 어

떻게 구획했는지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선 이 글에

서는 연호문의 복원 지름에 주목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연호문의 호선을 각각 원으로 복원하였을 때, 각각

의 원은 동일한 지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이하

게 전국시대의 연호문 중에는 7개의 호선 중 6개는 동일

하나 하나만 조금 작아서 뉴좌의 지름과 같은 사례가 확

인된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하여 뉴좌를 중심으로 한 구획의 지름과 동일하게 연호문

이 시문되는 것으로 발전해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로서는 이러한 사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놔두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연호문의 시문법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

1식 : 각 호선의 복원 지름이 같은 것(그림 9A)

2식 : 각 호선의 복원 지름이 같으며, 내구에 그 지름

과 동일한 구획이 존재하는 것(그림 9B)  

중국 동경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형식 외에 

연호의 호선이 완전한 원을 이루지 않는 것들이 한반도 

남부나 일본에서는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

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2. 삼한경(三韓鏡)의 연호문

필자가 사용하는 삼한경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소형 방제경8과 동일한 개념이다. 방제경이라는 

명칭 자체는 중국의 한경을 모방하여 만들었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초기의 소형 단뉴 

동경은 <그림 12, 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무문에 뉴를 

가지는 보령 관창리 KM437호묘 출토품이나 포항 성곡동, 

대구 평리동 등지에서 출토된 1구획의 궐수문을 가진 것, 

영천 어은동 등지에서 출토된 2구획의 궐수문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초기의 소형 동경 중에서 한경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림 10A>에 제시한 영천 어은동 

출토 단 1점이다(이양수 2017). 

즉 삼한경은 중국의 한경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여

러 가지 문양을 표현하던 과정 속에서 중국 한경의 영향

그림 9 연호문 시문의 구분. A: 사엽문경, B: 세지용문경

A B

8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반도 출토품에 대해서는 삼한경이라고 하며, 일본 출토 삼한경계의 동경과 거푸집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처럼 방제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171  연호문(連弧文)의 제도와 삼한경(三韓鏡)의 기술 계보

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에 덧붙여 중국 한

경을 모방한 영천 어은동 출토 삼한경은 <그림 10B>처

럼 명대경을 모방한 것으로 연호문대도 모방하였다. 그

러나 이 연호문은 지금까지 설명한 중국 동경 제작기술 

속에서의 연호문과는 조금 다르다. 기본적으로 연호의 

개수가 5개이며 완벽한 원형의 연호를 가지는 것이 아니

라 대충 연호문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물론 주입구 방

향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양이 뭉개지기는 

했지만 연호문 자체가 서로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중국 

동경의 제작 방법과는 차이가 난다. 이는 명문대에 새겨

진 글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 글자를 모방한 것이 있

지만 글자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정확하게 한자가 아니

다. 이에 반해 중국 중원에서 제작된 유사한 크기의 명대

경인 일본 立岩 34호 옹관묘 출토의 명대경은 명확하게 

뉴좌의 지름에 일치하는 8개의 연호를 가진 것이다. 

결국 연호문을 그리는 방법을 중국이 아닌 동아시아

로 넓혀서 보면 새롭게 완전한 원호를 이루지 않는 연호

문을 가진 3식을 새롭게 상정해야 한다. 이 3식에는 면상

의 연호문 외에 단선이나 복선으로 그어진 사례로, 일본

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기술이 전래

되지 않고 모방하여 만들어진 방제경이라는 명칭이 더 어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삼한경 중 초기의 것은 중국과 

같은 1식과 2식의 사례로 만들어진 연호문이 한반도 남부

에서 확인된다. 

1식에 속하는 사례는 아직은 하나밖에 없지만 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품(그림 11A)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지

하다시피 이 동경은 삼한경이지만 중국 한경을 모방한 것

임은 분명하다. 또한 일반적인 연호문이 8개의 연호를 가

지는 반면 이것은 7개의 연호를 가지고 있다.9 이는 중국 

전국시대의 연호문경에서도 7개의 연호를 그은 예가 확

인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목된다. 시기는 명대경과 동반

하여 출토되었으므로 거의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기술적으로나 연호의 숫자로 본다면 좀 더 이른 시

기의 동경 제작기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

지만 기본적인 도안이 명대경과 동일하고 동반한 동경도 

명대경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식에 속하

고 7개의 연호를 가지는 점은 이른 시기의 요소임에 분명

하다. 현재로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이 정도의 해석만이 

가능하지만 향후 자료가 증가되면 더 많은 이야기가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2식에 해당하는 것은 대구 평리동, 영천 어은동(그

림 11B) 등지에서 출토된 대형 삼한경이다. 뉴좌와 내구 

9 한국에서 ‘7’은 대우주를 상징하며 완전, 전체를 뜻한다. ‘3’은 하늘과 혼을, ‘4’는 대지와 육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7’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덧없음을 모

두 포함하는 제일 작은 숫자라고 한다. ‘7’은 무사, 안식, 완성, 보증, 종합, 재통합, 풍부 등의 뜻을 가진다(탕위 2019).

그림 10   삼한경과 한경. A: 영천 어은동 출토 한경계 삼한경(필자 촬영), 일본 

立岩 34호 옹관묘 출토 명대경(高木恭二 2002)

A B

그림 11   한경(韓鏡)의 사례(필자 촬영). A: 경주 탑동 목관묘 , B: 영천 어은동 , 

C: 김해 양동리 162호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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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구획 중 하나의 동심원을 이용하여 연호문을 제도

한 것인데, 이 두 점을 제외하면 사례가 없다. 즉 삼한경 

중에서도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을 제작한 공인은 중국 한경의 제작기술을 이해

하고 있는 이로서, 이런 제작기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은 단순한 모방으로는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기술의 전

수 혹은 간접적인 정보의 습득으로 보인다. 필자는 직접

적인 기술의 전수로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한

경이 한반도 북부의 군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 등에 대

해서 좀 더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호

문의 위치가 평연의 안쪽에 있어 중국 전국시대 말에서 

전한시대 초기의 동경 형식에서 보이는 연호문과 유사한 

점은 이 동경의 제작기술 역시 동반된 중국 명대경이나 

훼룡문경보다 이른 시기의 것일 가능성을 추정하게 한다. 

결국 한반도 남부에서 연호문의 등장은 중국 한경

의 영향임에 틀림없지만 이전부터 존재하던 삼한경에 아

마도 전국 말에서 전한 초기의 동경 제작기술의 유입으로 

영천 어은동, 대구 평리동 유적의 대형 연호문경이 제작

되었고, 다음 단계인 전한 중기에 이르러 경주 탑동과 영

천 어은동의 명대경을 모방한 동경이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경주 사라리 130호묘를 끝으로 경주를 중심

으로 한 진한에서는 삼한경의 제작이 중단되고 삼한경의 

중심은 변한으로 이동한다. 변한 중에서도 김해 양동리 

표 1 한반도 출토 초기 삼한경 일람

연번 출토지 직경(cm) 문양대 동반 유물 시기 비고

1 보령 관창리 437호 목관묘 1 4.0 평연-무문-뉴
점토대토기, 흑도 BC 4C

2 보령 관창리 437호 목관묘 2 4.1 평연-무문-뉴

3 포항 성곡지구 II-8호 목관묘 4.7 협연-궐수문-구획선-뉴 철검 BC 1C 前

4 영천 어은동 ① 5.1 협연-즐치문-궐수문·∧문-구획선-뉴

명대경, 훼룡문경, 

호형대구, 마형대구, 동포, 

와형장식, 마형장식 등

BC 1C 後

5 영천 어은동 ② 5.5 협연-즐치문-궐수문-구획선-뉴

6 영천 어은동 ③ 5.2 협연-즐치문-유사명문-연호문-뉴 한경계

7 영천 어은동 ④ 5.9 협연-즐치문-궐수문·동물물?-구획선-뉴

8 영천 어은동 ⑤ 5.5 협연-즐치문-궐수문-구획선-뉴

9 영천 어은동 ⑥ 5.5 ⑤와 동범

10 영천 어은동 ⑦ 5.5 협연-즐치문-궐수문-즐치문-뉴

11 영천 어은동 ⑧ 5.7 협연-즐치문-궐수문-구획선-뉴

12 영천 어은동 ⑨ 5.7 ⑧과 동범

13 영천 어은동 ⑩ 5.7 ⑧과 동범

14 영천 어은동 ⑪ 5.7 ⑧과 동범

15 영천 어은동 ⑫ 14.9 평연-연호문-Ⅲ#Ⅲ-Ⅲ●Ⅲ-뉴

16 대구 평리동 ① 5.7 협연-즐치문-궐수문-구획선-뉴

훼룡문경, 마구,

 원개형동기
BC 1C 後

17 대구 평리동 ② 5.6 영천 어은동 ⑧과 동범

18 대구 평리동 ③ 4.7 포항 성곡지구II-8호 목관묘 출토품과 동범

19 대구 평리동 ④ 4.5 협연-즐치문-궐수문-구획선-뉴

20 대구 평리동 ⑤ 15.0 평연-연호문-Ⅲ#Ⅲ-Ⅲ#Ⅲ-연주문-뉴

21 경주 탑동 목관묘 협연-즐치문-의명문대-연호문-l, 主-돌대-l-뉴 일광경, 와질토기, 철기 1C 前

22 경산 신대동 38호 목관묘 3.1 무문-뉴 와질토기 등 1C 中

23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① 4.6 협연-즐치문-즐치문-뉴
한국식동검, 철검, 철부, 

8자형동기, 철복, 동포, 

재갈, 닻형철기, 호형대구, 

와질토기 등

1C 中
24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② 5.0 협연-즐치문-S자문-즐치문-뉴

25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③ 5.0 협연-즐치문-S자문-즐치문-뉴

26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④ 4.2 협연-즐치문-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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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을 중심으로 삼한경이 확인되는데(그림 11C), 이것

들은 연호문 1·2식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모두 3식에 속

하는 것이다. 이것들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

만 일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1

5

9 10

14

19 20 21 22 23 24

15 16

17

11

12

13

18

25

6 7

8

2 3 4

1·2. 보령 관창리 KM437호 주구묘, 3·5·6·7. 대구 평리동, 4. 포항 성곡지구II-8호 목관묘, 8·9·10·15·17. 영천 어은동, 12. 木1瀨, 13. 부산 복산동 12호 목관묘, 14. 二塚

山, 16. 石井入口II, 18·21·22.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19. タカマツノダンⅡ, 20. 경산 임당 D-II-117호 석곽묘, 23. 阿蘇, 24. 영광 수동 목관묘, 25. 土井ヶ浜II (1~2 

IA1, 3~4 IIB1, 5~17 IIB2, 18 IIB2’, 19~23 IIB3, 22~23 IIB3’, 24 ⅢB3, 25 ⅣB2) 

그림 12   삼한경의 형식 분류도(이양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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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출토 방제경의 제작기술

일본에서도 연호문을 가진 많은 한경들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으로 한경-일광명대

연호문경(日光銘帶連弧紋鏡)계 방제경의 원형으로 이야

기되는(高木恭二 2003) 후쿠오카(福岡) 다테이와(立岩)  

34호 옹관묘 출토(그림 10-2)의 명대경은 직경 4.9cm의 

소형인데, 뉴좌의 동심원 크기와 동일하게 연호문이 제도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방한 동경인 구마모토

(熊本) 고죠나카바라(五丁中原) 4구(区) 5호 주거지 출토 

동경은 연호문이 6개이며, 그냥 손으로 그어서 연호문을 

흉내 낸 듯한 형태이다.

이런 사례는 일본에서 소형 방제경이라 부르는 야요

이시대 소형 동경에서 일반적인 양상이다. 현재까지 확

인된 야요이시대 방제경 중에서 1식의 사례는 후기의 후

쿠오카 사이도우쇼미야바라(採銅所宮原)와 이것과 같은 

거푸집으로 제작한 나라(奈良) 이케도노오쿠(池殿奥) 4

18

25

24

2322
2119

5

3

1

?

그림 13 삼한경의 형식 변천(이양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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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분 출토품 두 점만 확인된다. 하지만 초대형 연호문경

을 부장한 히라바루 유적 출토의 동경은 1식와 2식 모두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무덤 출토품을 시작으로 일본 

고분시대에 제작되는 대다수의 연호문은 1식 혹은 2식으

로 제작된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제작기술의 원

류는 한반도 남부-진한 출신의 제작집단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동경에 대한 소유욕이 높지 않은 

한반도와 달리 동경을 신물로서 애호하는 일본의 경우는 

동경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자체적인 기술 발전과 함

께 중국 공인들의 직접적인 기술 전수와 같은 외부적 요

인에 빨리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거울의 거푸집이 한반도에 비해 많이 

남아 있는데, 소형 방제경의 거푸집은 거의 대부분 석제 

거푸집이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아직 삼한경의 거푸집이 

출토된 예가 없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다수의 거푸

집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제경 모두가 일본에

서 제작되어 한반도로 유입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도 하였다(田尻義了 2003, 2004). 하지만 가장 오래된 형

식의 방제경이 한반도 남부 출토품보다 늦은 형식으로 출

현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되어 그것의 제작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에 덧붙여 일본 방제경 거푸집 중에는 연호문을 

시문하는 과정 중이거나 새겨 넣은 사례가 적지만 존재

하기 때문에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까지 알려진 일본 출토 방제경의 거푸집은 9개 유적에서 

12점으로, 모두 석재이며 석영-장석반암이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인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

만 대체로 야요이(弥生)시대 후기에 집중하며, 지역적으로

는 후쿠오카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토되었고 현 내에서도 

노국(奴國)의 중심지인 스구(須玖) 유적군에서 가장 많은 

출토 예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방제경의 제작에 있어서 후

쿠오카현(福岡縣)이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노국의 중심지인 스구 유적의 지위를 보여준다.

연호문이 시문된 사례는 3례인데, 스구오카모도(須

玖岡本) 유적(사카모도(板本)지구), 이즈리(井尻) Ｂ유적, 

이이쿠라(飯倉) D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먼저 스구오카

모도 유적(사카모도지구)은 구릉과 저지의 경계부에 위

치하며 석제 거푸집을 비롯하여 심[中子], 청동 슬래그 등

이 출토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통상적인 수혈주거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구와 pit만 발견되고 있다. 시

기는 야요이시대 후기가 중심이 되며, 종말기까지 이어지

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제경 거푸집은 1990년 1차 조사와 

1999년 시굴조사에서 각각 1점씩 발견되었는데, 1차 조

사에서 발견된 거푸집에 연호문이 시문되어 있다. 

1차 조사에서 출토된 방제경 거푸집은 굴립주 건물

지를 파괴한 구에서 출토되었다. 시기는 야요이시대 후

기 후반에서 말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제경 거푸

집은 완성된 형태의 동경 거푸집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 

있는 것이다. 중앙에 원형의 뉴가 있으며 뉴공을 만들기 

위한 심을 고정하기 위해 양쪽에 홈을 제작하였다. 문양

대에는 연호문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통상 

문양대와 주연부 사이의 즐치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볼 때, 문양을 새기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연부와 

뉴를 먼저 만들고 다음 문양대를 만든 뒤, 마지막으로 문

양대와 주연부 사이의 즐치문대를 새기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연호문을 시문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 콤파스

의 중심 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판 등을 이용하여 문

그림 14   일본의 사례. A: 熊本 五丁中原4區5호 주거지(高木恭二 2002), B: 奈

良 池殿奥 4호분(高木恭二 2002), C: 福岡 平原 출토 대형 연호문경 

(일본), D: 福岡 平原 출토 연호문경(일본), (필자 촬영)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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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새겼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주연부가 적색, 탕구 부분과 뉴 부분이 흑색으로 변한 점 

등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즈리(井尻) Ｂ유적은 후쿠오카 평야의 남부에 위

치하며 노국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6차 조사의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수혈은 85

×70의 부정형으로 본래는 방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형 토기의 저부 편과 함께 그 토기의 내부에서 청동괴

가 확인되었다. 방제경 거푸집은 석영-장석반암제이며 

한쪽에는 방제경의 거푸집, 그리고 그 반대쪽에 화살촉의 

틀이 만들어져 있다. 절반 정도가 남아 있으며, 표면이 흑

색을 띠는 점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양대

를 살펴보면 평연의 주연부 중앙에 뉴가 있다. 심을 고정

하는 부분은 남아 있지 않으며, 뉴와 문양대의 사이에 1

조의 침선, 문양대와 주연부 사이에 즐치문대가 있다. 문

양대에는 즐치문에 접하게 연호문이 5개 남아 있으며, 짐

승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이쿠라(飯倉) D유적은 사와라(早良) 

평야의 동쪽 구릉 위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노국·이도국

(奴國·伊都國)에 속하는 지역으로 한반도에서의 도래인

의 색채가 짙은 지역이다. 방제경 거푸집은 구에서 한 점 

채집되었고 SC-246에서 출토되었다. SC-246은 세 동의 

표 2 일본 출토 방제경 거푸집 일람

유적명 재질 출토 유구
거푸집의 크기 사용

유무
문양대 시기 비고

동경의 크기 (직경)

須玖永田遺蹟

석영-장석반암 구획구
13.2×11.3×3.3(복원)

○ 평연-즐치문-구획선-S자문(?)- 弥生 후기 후반~말 2점
8(복원)

석영-장석반암 포함층
10.1×10.6×6.1(잔존)

○ 무문양 弥生 후기
반대편 

동탁8.5

須玖岡本遺蹟(板本地區)

석영-장석반암 구
11×9.9×3.6(완형)

○ 평연-?-연호문-뉴 弥生 후기 후반~말 미완성
7.65

석영-장석반암 시굴 트렌치
14.2×10.5×3.55

○ 경면 거푸집 弥生 후기
8.7

須玖坂本遺蹟B地點 석영-장석반암 소구(Pit)
2.8×3.4×1.6(잔존)

○ 무문양 弥生 중기 말
반대면

사슴6

野藤遺蹟 석영-장석반암
구상유구

포함층

1.8×2.6×2.15(잔존)
○ 과문(?)뉴(?) 弥生 후기

3.8

井尻B遺蹟 석영-장석반암 수혈
12×4.6×2.2

○ 평연-즐치문-연호문-신수(?)문-연호문좌-뉴 弥生 후기 중경
반대면 

화살촉10

飯倉D遺蹟

석영-장석반암 주거지
7.4×6.5×4.5(잔존)

○ 평연-즐치문-연호문-점열문-뉴 弥生 후기 후반
7.2

석영-장석반암 구
4.9×5.4×3.2(잔존)

○ 무문양 불명
반대면

조족문7.0~7.5

ヒルハタ遺蹟 장석반암 주거지
13.7×13.3×4.9

○ 평연-즐치문-신수문-원권좌-뉴 弥生 후기 후반
사방에 

주형9.3

寺德遺蹟 석영-장석반암 트렌치

9.7×7.7×2.9(잔존)
○ 돌기연-즐치문-구획선-화살문-구획선-뉴

불명
4.6

9.7×7.7×2.9(잔존)
○ 무문양 반대면

6

 垂水遺蹟
유문암질 

응회암
지표 채집

14.5×9.6×5
? 무문양 불명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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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가 중복되어 있는 유구이다. 거푸집은 중복된 주

거지 중에서 최고 상면의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동반된 

토기를 기준으로 야요이시대 후기 후반경으로 편년된다. 

주거지 내에서 소토가 확인되는데, 분석 결과 동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방제경 거푸집은 두 점인데, 그 중 주거지 출

토품은 석영-장석반암제로 한 면에는 방제경, 다른 면에 

광형으로 추정되는 모의 틀이 만들어져 있다. 주연은 평

연이며 뉴는 남아 있지 않다. 6조의 연호문과 연호문의 

양쪽 가장자리에 여섯 개의 점을 시문하였다. 주연부와 

연호문 사이에는 즐치문과 무문대가 있다. 문양대가 없

는 것이 특징이다. 

구에서 채집된 방제경 거푸집은 석영-장석반암제이

며 파편이다. 한쪽에 탕구가 잔존하며 문양은 없고 주거지

에서 출토된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 

면에는 새의 발자국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문

양은 장수 남양리 3호묘, 부여 입포리 출토 한국식동검, 그

리고 일본의 사쿠라가오카(桜ヶ岡) 유적 출토 동과에서 보

이는 문양이다. 

12점의 거푸집만으로 방제경의 연호문 제작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출토된 방제경 거

푸집 자료를 바탕으로 문양을 새기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이 추정된다.  

① 주연부와 뉴를 만든다(그림 15-1). 

② 뉴에 심을 받치는 부분을 만든다(그림 15-2). 

③ 연호문을 구획한다(그림 15-3). 

④ 주연부와 문양대를 구분하는 즐치문을 시문한다(그림 15-4).

⑤ 주문양대와 뉴좌를 시문한다(그림 15-5).

⑥ 탕구와 탕도를 완성 후 동경을 주조한다(그림 15-6).

⑦ 파손되면 지석으로 재가공한다(그림 15-7). 

연호문의 시문은 ①뉴와 주연을 만든 이후 가장 먼

저 시문되며, 그 이유는 문양을 채우는 데 있어서 먼저 연

호문이 자리를 잡아야 다른 문양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②콤파스를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원판을 이용해서 제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콤파스

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중심 부분에 다른 것을 덧대어 

흔적이 남지 않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다수 방

제경들의 주연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서 원판을 사용

하여 원호를 그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

즈리(井尻) Ｂ 유적 출토품을 보면 호선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며, 호선도 정확히 원을 이루지 않는 점

에서 그냥 대충 손으로 호선을 그리는 경우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경우 석제 거푸집을 중심으로 

동경 제작이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기

술 전래이다. 하지만 동시기 한반도에서는 토제 거푸집

을 이용한 동경 제작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거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식의 연호문 시문기술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해 일본에서는 석제 거푸집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1·2식의 연호문이 제작은 불가하고 3식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영천 어은동 출토 전한경을 모방한 삼한경의 제작지 역시 

일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야요이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토제 거푸집을 

이용한 청동기 제작기술이 등장하고 거기에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유입된 공인집단에 의해 동경의 제작기술이 진일

보하게 되는데,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도국(伊都國)의 

수도로 이야기되는 마에바루(前原)의 히라바루(平原) 분묘 

출토 동경이다. 

이 유적은 1965년 농부에 의해 다수의 거울이 발견

되어 알려져 하라다 다이로쿠(原田大六)이 발굴을 시행

하였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거울에 대해서 중국 제작품

인지 일본 제작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오카무

라 히데노리(岡村秀典)(1992)의 연구에 따르면 히라바루

(平原) 출토 거울은 크게 중국 거울과 일본 방제경으로 나

뉘는데, 중국 거울은 대부분이 박국경이다. 박국경 중에

서도 39호 거울은 전한경이며, 나머지 31면은 후한에 속

하는 박국경이다. 이외에 전한경 중 훼룡문경과 후한경인 



17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1

1

2

8

9

10

3

4

5

6 7

1. 垂水遺蹟, 2. 須玖永田遺蹟, 3. 須玖坂本遺蹟B地點, 4. 須玖永田A地區(1次)遺蹟, 5. 飯倉D遺蹟, 6. ヒルハタ遺蹟, 7. 井尻Ｂ遺蹟, 8. 須玖岡本遺蹟(板本地區 1999.5), 

9. 寺德遺蹟, 10. 飯倉D遺蹟(溝)

그림 15 일본 출토 방제경 거푸집으로 본 문양 제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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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문경이 함께 출토되었다. 또한 연호문경 중 하나는 

유사하지만 문양이 반대로 되어 있는 등 방제경으로 추정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중국 거울로만 본다면 가장 이른 시

기의 것은 훼룡문경이며,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은 박국경

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1세기 후엽에서 1세기 

중엽에 걸친 시기에 해당하는 동경군이다. 

1세기 중엽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교섭이 경산을 중

심으로 하는 영남 내륙 루트에서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 해안 루트로 바뀌는 시점이다(이양수 2020). 이와 

맞물려 이러한 무덤이 발견되는 점도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무덤의 주인공에 대해서 『후한

서(後漢書)』에 기록된 57년 노국왕(奴國王)의 금인(金印)

의 사여와 관련시켜 이도국의 수장이 후한 왕조에 책봉받

은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岡村秀典 1993). 어째든 동

시기 일본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무덤임에 분명하다. 또

한 여기서 출토된 박국경 중에는 ‘상방(尙方)’과 ‘도씨(陶

氏)’라는 두 계통의 거울 제작 관련 명문이 확인된다. ‘상

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궁정의 물품을 제작하는 관영

공방을 뜻하며, ‘도씨’는 동경을 제작하는 집안의 성씨를 

뜻한다.

본래 ‘상방’은 도검과 갑주 등의 무기를 ‘고공(考工)’

과 함께 제작하고 황제의 물품을 제작·관리하는 관청이

었다. 원래는 전국(戰國)을 통일한 진(秦)의 제도를 계승

한 것으로 무제대에 이르러 상방을 중·좌·우 3개로 나누

어 ‘삼상방(三尙方)’이 되었다. 동경은 ‘우상방(右尙方)’에

서 제작하는데, 장신구와 식기류를 함께 제작하였다. ‘좌

상방(左尙方)’에서는 무기류를 제작하였고 ‘중상방(中尙

方)’에서는 불을 다루는 기물-초두, 화로 등을 제작하였

다. 일본의 ‘천하제일(天下第一)’과 마찬가지로 ‘상방’이라

는 명칭은 황실에서 쓰는 귀한 것이라는 표식으로 질이 

좋다는 의미로 민간에서도 남용되었기 때문에 명문 자체

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씨’라는 제작 집단이다.10 도

씨라는 명문이 확인되는 동경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동경 제작 집단이 일본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

하다. 박국경과 함께 출토된 직경 46.5㎝에 이르는 초대

형 연호문경은 이 ‘도씨’가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

다. 이 동경은 기존의 연호문 3식이 아닌 1식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일본의 동경 제작자가 아닌 새로운 

도래 집단, 즉 한반도 또는 중국에서 제작 공인의 이동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중국 공인의 이

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한반도 내에서

의 공인 이주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Ⅴ. 맺음말

연호문은 전국시대에 출현하여 전한을 거쳐 후한 초

에 이르러 동경의 주요 문양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A B

그림 16    平原 분묘 출토 동경군. A: 福岡 平原 출토 훼룡문경(필자 촬영), B: 福岡 平原 출토 연호문경(중국), (필자 촬영), C: 福岡 平原 출토 尙方銘 박국경(필자 촬영), 

D: 福岡 平原 출토 陶氏銘 박국경(필자 촬영)

C D

10 ‘도씨’에 대한 정확한 출자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劉向의 『列仙傳』 「火神童公傳」 등에 기록된 安徽省 六安의 鑄冶師 陶安公 등 중국 내 도씨 중 

주조와 관련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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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문의 제도는 주로 뉴좌에서 주문대에 이르는 다양한 

원권문양 중 하나와 동일한 직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동경의 제작에 있어 하나의 콤파스를 여러 번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주로 중국의 연호문

에서 확인되며, 한반도에서 초기에 발견되는 삼한경 역시 

이와 같은 제작기술로 만들어진다. 

즉 한반도 남부의 사람들은 중국에서 연호문을 제도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경의 문양을 제도한 것이

며, 이는 제작 공인의 직접적인 이주, 제작 공인과의 직접

적인 접촉에 따른 기술의 전수나 모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중국의 제작 공인과 직접적인 

만남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경의 제도는 단순히 기술적인 모방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삼한경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완벽하

게 연호문을 만들 수 있었던 까닭은 단순히 연호문이라는 

문양의 의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동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부터 연호문이 상징하는 것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중국 한

경을 모방한 삼한경은 한반도 남부 고유의 특징이며, 그 

제작기술에는 중국의 동경 제작기술이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초기에는 한반도의 삼한경이 

유입되지만, 중기 후엽에 들어서면서 동경 제작이 시작되

고 이후 일본의 소형 방제경이 한반도로 역수출되게 된

다. 또한 소형 방제경은 기본적으로 연호문을 단순히 모

방하는 정도였지만, 후쿠오카 히라바루(平原) 분묘에서 

출토된 대형 방제경은 명확히 중국 연호문의 시문법을 이

해한 공인이 제작한 것으로, 동시기 소형과 대형 방제경 

간에 제작기술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제작기술의 

전수는 한반도 남부의 진한, 혹은 중국 한의 직접적인 제

작 공인의 접촉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동경의 

제작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국가나 지역이 아닌 동아시

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관찰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호문으로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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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the Chinese bronze mirror affected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To that end, we looked at how the drawing of  linked-arc designs in bronze mirrors was done. 

The drawing technique is classified into three methods: Type 1 and type 2 were confirmed to have been used in 

China, but type 3 was used not in China, bu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Japan.

Type 1 and type 2 are basically the same, with an identical restored diameter of  the linked-arc design, and type 2 

is found elsewhere in the bronze mirror, and type 1 are not. Type 3 features different diameters, and the linked-arc 

design does not form a complete circle.

This shows that the manufacturer of  the bronze mirror did not use several bumpy compasses, but rather a single 

one with a fixed center and protrusion, rather than one that can be easily adjusted, as it is today. That is why, of  

course, a pair of  compasses must have been used several times.

In this regard, those who produced bronze mirror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days understood not 

only the Chinese techniques of  the linked-arc design, but also the meaning contained within them. On the other 

hand, the makers of  bronze mirrors in Japan did not understand the patterns and simply imitated them.

From the late Yayoi period, Japan understood and produced works with the principle of  drawing the linked-

arc desig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bronze mirrors excavated from the tomb of  Hirabaru can be referenced. 

Perhaps it can be assumed that, behind these works, there was a direct transfer of  technology, such as the migration 

of  the makers of  bronze mirror makers like the Do family (陶氏), whose names were found written on bronze  

mirrors excavated from the Hirabaru tomb.

Abstract

Keywords     Linked-arc design, Bronze mirror, Mirror maker, Drawing, Im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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