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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 선박사에서 고려선(船)은 발굴선과 사료의 부족으로 역사 속에
가려진 존재였다. 1984년 완도선, 1995년 달리도선, 2004년 십이동파도
선, 2007년 태안선, 2008-2015년 마도 1,2,3,4호선, 2015년 대부도2호선
등의 발굴로 고려선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
인 조선법은 11세기 이전에 생겨나 이후 점차 개량․발전되어 한선의
조선법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발굴
선들을 제외하고 고려선박, 특히 원양선에 대한 자료는 2005년 중국
산둥반도에서 발굴된 펑라이(蓬萊) 고려고선(高麗古船)을 제외하고는
* 이 글은 부경사학회, 역사와경계 , 105(2017.12)에 게재된 것을 수정한 것이다.
1) 김재근, 한국의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80쪽.

｜해양사론｜고려동경에 새겨진 배는 우리 배인가? 77

전무했다. 이는 선박사 연구자들로 하여금 고려시대 유물 중 배를 묘
사한 청동거울에 관심을 갖게 했다.2) 한국선박사에 관한 체계를 확립
한 김재근은 청동거울에 그려진 배를 고려선박, 특히 항양 무역선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1984년 출간된 한국선박사연구 에서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의 ‘삼족오문(三足烏紋) 청동거울’을 ‘동경에 새겨진 고려선’3)으
로 소개하였고, 1989년 출간된 우리 배의 역사 와 1994년 출간된 한
국의 배 에서는 고려시대 청동거울을 ‘고려동경에 새겨진 해운선’으로
명명하였다.4)
김재근 교수가 청동 거울 속의 배를 조심스럽게 ‘평저형 고려 해운
선’으로 본 것과 달리, 한선 배대목(船匠)인 이원식은 이를 고려선으로
단정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5) 그는 현재 청주박물관 소장 고
려동경을 ‘배의 만듦새와 모양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족오문 청
동거울과 같다’고 설명하고, “이물 쪽의 배 위에는 칼을 세워 들고 기
도를 하는 듯한 사람들이 보이고, 고물 쪽의 배 위에는 노를 조종하고
있는 사공이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다.6) 고려시대 청동거울에 새겨진
2) 이 동경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고고학계의 일반적인 명칭 부여법을 원용하면 ‘고려 煌丕
昌天銘 航海圖紋 (八菱形/ 圓形) 銅鏡’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황정숙은
煌丕昌天을 명문의 좌측부터 읽어 ‘창천황비’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황정숙, 고려
중후기 사상을 통해 본 동경 문양의 상징성 연구(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6), 118-120쪽} 하지만, 이는 본래 煌丕昌天으로 주조되어야 할 명문을 재주조하는
과정에서 ‘昌天皇火丕로 뒤집혀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황비창천으로 읽어야 한다. 이난영
역시 “글자가 반전된 것은 바로 原鏡을 토형에 눌러 본을 떠낸 탓”이라고 보고 있다.{이
난영, 고려경 연구 (통천문화사, 2003), 100쪽} 중국의 학자들도 모두 “煌丕昌天”으로 읽
고 있다(아래 于力凡 및 高西省의 논문 참조). 여기에서는 새겨진 ‘배’에 초점을 맞출 것
이므로 본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무늬 청동거울 또는 동경’으로 칭할 것이
다.
3) 김재근, 한국선박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53쪽, 그림 2-2도. 속한국선박사연구
에서는 당시 청주박물관 소장 청동 거울을 ‘동경에 새겨진 고려선’으로 도판을 실었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29쪽, 제1-9도)
4) 김재근, 우리 배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64쪽, 그림 58; 한국의 배 (서울대
학교출판부, 1994), 90쪽, 그림 제46도.
5) 이원식, 한국의 배 (대원사, 1990), 29-30쪽, 그림 18.
6) 위의 책, 30쪽, 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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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대한 이원식의 해석은 2012년 출간된 한국 전통선박 한선 에도
그대로 재수록되었다.7)
정진술은 2009년 한국해양사-고대편 에서 고려 청동거울에 새겨진
배를 ‘고려시대 무역선’으로 보고 “한 개의 돛대를 가지고 갑판 위에
선실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아 해외를 왕래하는 무역선”으로 간주하
였다. 그러나 그는 ‘청동거울과 몇몇 문헌 기록만으로는 고려선의 구
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9년 특별전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도록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 황비창천명 배그림 거울’을 수록하
고 “고려시대 배의 모습이 그림으로 묘사된 보기 드문 자료이다. …
배의 앞뒤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으며, 갑판 위에는 선실이 있다.
돛대가 1개이며, 돛대 끝에는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9)
곽유석은 2010년 박사학위논문에서 청동 거울에 새겨진 배에 대해
이원식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족오문 청
동거울과 청주박물관 소장 청동 거울 속의 선박을 고려선으로 간주하
였다. 다만 이원식이 삼족오문 청동거울 속의 배의 외판을 7폭으로 본
것에 대해, 곽유석은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7단의 근거가 될만한 부
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10)
노경정은 2010년 석사학위논문에서 청주박물관, 복천박물관(실 소장
처 부산박물관), 미국 보스턴미술관, 미국 코넬대학교 허버트 F.존슨미
술관에 소장된 황비창천명 고려동경 속에 새겨진 배를 고려선으로 간

7) 민계식·이강복·이원식, 한국 전통선박 한선 (한림원출판사, 2012), 77쪽.
8) 정진술, 한국해양사-고대편 (경인문화사, 2009), 271, 411-412쪽.
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78쪽.
10) 곽유석, ｢고려선의 구조와 조선기술 연구｣(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8),
3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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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청주박물관 소장 동경에 새겨진 배에 대해 “돛대가 시설되어
있고, 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시설이 있으며, 갑판 위에 선실이 있고
승선인원은 10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 측면의 외판이 선수와
선미쪽에서 급격히 휘어지는 모습으로 보아 당시 선박의 모습을 상당
히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것”1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정리해 본 것처럼, 한국선박사 연구자들은 청동거울에 새겨
진 배를 고려선박으로 간주하고 다양하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국
뤄양(洛陽)박물관의 가오시쉥(高西省)은 중국과 한국에서 발굴된 항해
문 청동거울을 비교하여 한국의 청동 거울 14점 중 11점은 중국 거울
의 모제품이거나 직수입품이고, 일부만이 고려인들이 창조적으로 개
량한 제품이라고 결론지었다.12)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족오문
청동거울과 전주박물관 소장 선박문 청동거울을 고려인들이 중국의
기술을 배워 창조적으로 개량한 제품’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거울
의 풍격이 정교하다는 의미였지 새겨 넣은 배가 고려선박으로 대체되
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유리판(于力凡)은 ‘춘천과 충주에서 발견된
동경 2점과 중국에서 발견된 14점의 선박문 동경이 북송 시기에 제작
된 것’으로 보았다.13)
필자 또한 중국의 도록과 연구논문을 읽기 전까지 고려 청동거울에
새겨진 배를 고려선박으로 간주했던 한국선박사 연구자들의 주장을
이렇다 할 이견 없이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2016년 말 중국의 지인
학자로부터 중국 연구자들의 논문과 중국의 청동거울 관련 도감을 접

11) 노경정, ｢고려시대 선박의 구조 변천 연구-수중발굴자료를 중심으로-｣(전남대학교 인류
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8쪽.
12) 高西省, ｢論中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山西省 考古學硏究所, 考古與文物 , 2000,
第4号.
13) 于力凡, ｢試析北宋八辨菱花形船舶銅鏡｣, 首都博物館, 首都博物館論叢 , 2014,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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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발굴된 청동거울
에 새겨진 ‘배’를 비교하여 기존 한국선박사 연구자들이 고려 선박으
로 간주했었던 청동거울에 새겨진 배를 고려선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재검토해 본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 청동거울에 새겨진 배를 고려선박
으로 보았던 기존의 견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한국 출토 배무늬 청동거울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배무늬 청동거울은 고려시대 유물 가운데 매
우 흔한 유물 가운데 하나다.14) 이 가운데 박물관의 도록과 전시물을
기준으로 필자가 도판을 확보한 고려시대 배무늬 청동거울은 23점이
었다. 소장처를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박물관 10점, 대학박물관 9점,
민간 박물관 1점, 국외박물관 3점 등이다. 이는 2000년 당시 가오시쉥
이 분석한 고려시대 배무늬 청동거울 14점보다 부산박물관 1점, 충북
대박물관 1점, 홍익대박물관 1점, 숭실대박물관 1점, 국립대구박물관 1
점, 중앙박물관 2점, 국외 박물관 2점 등 총 9점이 많은 것이다. 이 가
운데 삼족오문 배무늬 청동거울 2점(<그림 1>)을 제외한 21점은 크기
(16.3~19.8cm)와 정교함에서 다소 차이나는 것 이외에는 외견상 ‘皇火丕
昌天’(단, <그림 22>는 煌丕昌天)이란 명문이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
고, 거울의 외형이 여덟 개의 잎사귀 모양(八菱形)이란 점에서 동일하
다.

14) 박진경, 금계 고려동경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7쪽; 이난영, 고려경 연구 ,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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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4927, 24.1cm, 개성 부근 출토15)

덕3194, 24.4cm, 개성 부근 출토16)

<그림 1-a> 황비창천명 동경

<그림 1-b> 황비창천명경 도안의 세부17)

이와 달리 삼족오문 배무늬 청동거울 2점(<그림 1>)은 출토지(개성)
가 확인되었고, 지름이 가장 크며, 원형이란 점에서 다른 유물들과는
15)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소장품, 주요 소장품 검색(거울), 2017. 5. 1.
16) 이난영, 고려경 연구 , 323쪽. 이 동경은 국립대구박물관(소장품번호 德3194)에 소장되
어 있다. 황정숙, ｢고려 중후기 사상을 통해 본 동경 문양의 상징성 연구｣, 119쪽.
17) 박진경, ｢금계 고려동경연구｣, 122쪽; 황정숙, ｢고려 중후기 사상을 통해 본 동경 문양
의 상징성 연구｣,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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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청동거
울에는 좌측 상단에 해 안에 새겨진 삼
족오와 우측 상단의 달 속에 나무 아래
새19)가 새겨져 있고, 우측 하단에 구름
위에 앉은 운룡(雲龍)이 입을 벌리고 있
으며, 좌측과 우측에 어룡(魚龍)이 생동
감 있게 묘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파

<그림 2> 황비창천이 새겨진 항해도
무늬 거울18)
(중앙박물관, 購-2198, 지름 17.0cm)

도가 세밀하게 새겨져 있는 점이 다른 청동거울 속의 무늬와는 확연
하게 구별된다. 선수에 서 있는 사람이 칼을 들어 용에 맞서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그림 1-b의 좌측 아래).20)
삼족오문 청동거울 속의 배는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여타의 항해도문 청동거울의 배의 형상과는 뚜렷하게 구별되
기 때문이다. 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항해하고 있고, 선미의 선원 1
인이 삿대를 집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선수와 선미 형상이 평면형
임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선실과 돛대 용총줄도 세밀하게 묘사
되어 있다. 3~4장 정도 보이는 삼판 또한 겹붙이 이음을 사용하여 결
합했음을 보여주듯이 층이 져 있고, 최상단의 삼판에는 멍에(橫梁)로
보이는 흔적도 뚜렷하다. 이것들이 한선의 전형적인 특징인 점을 고려
하면 삼족오문 청동거울의 배야말로 고려의 평저선형 원양선박을 묘
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림 2>~<그림 22>의 청동거울
에서는 해와 달이 없고, 선수에 선 1인이 칼을 들고 있으며, 배는, <그
18)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소장품, 주요 소장품 검색(거울), 2017. 5.1.
19) 문경호 교수는 ‘계수나무 아래 항아(두꺼비)가 있는 달’로 보았으나(문경호, 호남사학회
2017년 하계발표회 자료집, 2017. 6. 10, 16쪽), <그림 1>의 세부 확대 도판을 보면 항아
라기보다는 볏이 있는 새로 보인다. 볏이 있는 상서러운 새는 봉황을 상정할 수 있는데,
봉황은 오동나무에 앉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나무는 오동나무이고, 새는 봉황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봉황과 달과의 연관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필자는 삼족오
문 청동거울 우측 상단에 새겨진 도판을 잠정적으로 ‘달 속의 나무와 새’로 보고자 한다.
20) 황정숙, ｢고려 중후기 사상을 통해 본 동경 문양의 상징성 연구｣, 119쪽, <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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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2>를 제외하고, 모두 우측에서 좌측
으로 항해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삼족오문 배무늬 청동거울은 가오시쉥
이 언급한 고려인의 창의력이 발휘된 청
동거울 중 하나로 파도와 구름, 배 등의
무늬가 매우 정교하게 세공되어있다. 그
러나 유리판(于力凡)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족오문 청동거울(그림 1-a, 좌측)

<그림 3> 황비창천이 새겨진 청동
꽃모양 팔각 거울21)
(중앙박물관, 新收-1358-41, 지름 19.8m)

을 ‘高麗模製銅鏡’으로 칭하고, ‘달과 계수나무, 해와 삼족오 무늬는 한
나라의 畵像石에 자주 등장하는 한대의 전형적인 무늬인 점을 감안하
면, 북송 선박경의 인물들과 황비창천명, 그리고 한나라의 삼족오 무
늬를 조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2) 그러나 삼족오는 고구려 고분벽화
에도 자주 등장하는 만큼 유리판의 견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나머지 21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기와 정교함에서 일부 차이
가 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문양과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
에 한 데 모아 살펴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그림 2>~<그림 21>는 모
두 ‘皇火丕昌天’이란 명문, 파도와 배의 무늬 및 배치, 여덟 개의 꽃잎
무늬 등 언뜻 보면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할 정도로 유사하다. 다만,
<그림 2>~<그림 21>는 황비창천이란 명문이 ‘昌天皇火丕’로 뒤집혀 주조
되어 있는데, 이는 수입된 동판을 원본으로 삼아 재주조했던 데서 발
생한 현상으로,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동경뿐만 아니라 중국
에서 발견된 동경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22>는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21)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소장품, 주요 소장품 검색(거울), 2017. 5. 1.
22) 于力凡, ｢試析北宋八辨菱花形船舶銅鏡｣, 290-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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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으로 煌丕昌天 명문의 글자가 바르고, 배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항
해하는 모습으로 주조되었다.23) 이는 <그림 22> 형태의 동경이 여타
의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의 원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
그밖에 외견상 차이나는 것은 거울의 크기(16.3~19.8cm)와 여덟 개
의 꽃잎 무늬의 두께, 그리고 세공기술의 정교함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의 모양은 모두 유사하다. 즉 돛대 1개, 돛대 끝에 매단
깃발 3개, 깃발이 좌측으로 펄럭이고 있는 것, 선·수미에 각각 3명의
승선원, 외판 2~3장, 갑판상의 뱃집(船室), 선미의 키 등 육안으로 보
았을 때 선박은 동형선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유사하다.
배무늬 고려 동경의 출토지로 확인된 곳은 개성 부근, 충주, 춘천
등으로 대체로 한반도의 중북부 지역이다.24) 개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는 <그림 1>(중앙박물관 덕수4927)과 <그림 4>(중앙박물관 덕수607)
등이 있고,25) 충북 충주에서 출토된 것은 <그림 8>(공주 840)이 있다.
강원도 춘천에서 출토된 것으로는 1967년 6월 춘천시 삼천동산 11-2에
서 북송시기의 崇寧重寶와 함께 출토된 동경 1점이 확인되었는데, 현
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26)
<그림 8>은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김재근, 이원식, 곽
유석 등은 이 유물의 소장처를 국립공주박물관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

23) 이와 유사한 동경이 영국 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박진경, ｢금계
고려동경연구｣, 122쪽 참조.
24) 청주 율량동유적지 역대골 132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동경’은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분
묘에서 출토된 최초의 ‘황비창천명 동경’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지은, ｢호서지역 고
려시대분묘 출토 동경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57쪽.
25) 가오시쉥의 논문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2점(유물번호 2460; 3194)과 국립전
주박물관 소장품 1점(유물번호 4927) 등 3점의 출토지도 개성 부근이다.(高西省, ｢論中
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82-83쪽) 하지만, 두 박물관의 학예실에 문의한 결과 상기
번호의 동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26) 高西省, ｢論中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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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는 유물의 이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 연구
서들을 그대로 인용한 데서 비롯된 오류다. <그림 8>(공주 840)의 유
물은 국립공주박물관이 1980년 충북 충주 종민동에서 발굴한 것으로
1987년 국립청주박물관이 개관될 때까지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국립청주박물관이 개관함에 따라 ‘출토지 소장
원칙’에 따라 청주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선
박사 연구자들이 <그림 8>(공주 840)의 소장처를 공주박물관으로 혼동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근이 1984년 한국선박사 를 출간할 당시 <그림 8>은 국립공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1987년 청주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원식이 1990년 한국의 배 를 출간할 때 김재근의 한국선박사 를 참
조하여 <그림 8>의 소장처를 공주박물관으로 명기했고, 김재근도 1989
년 우리 배의 역사 와 1994년 속한국선박사 를 출간할 때 이관 사
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공주박물관 소장 유물로 간주하였다. 2010년
곽유석도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였다. 이는 노경정의 2010년 석사학
위논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주박물관 소장품으로 바로잡혔다.

<그림 4> ｢황비창천｣이 새겨진 항해도
무늬 거울27)

<그림 5> ｢황비창천｣이 새겨진 항해도
무늬 거울28)

(중앙박물관, 덕수-607, 지름17.1cm)

(중앙박물관, 덕수-607, 지름17.1cm)

27)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소장품, 주요 소장품 검색(거울), 개성 인근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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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황비창천 글자가 새겨진
거울29)

<그림 7> 동제황비창천명경
(공주박물관, 공주-419, 지름 17.0cm)

(중앙박물관, 백정양 기증품, 지름 17.0cm)

28)
29)
30)
31)

<그림 8> 황비창천이 새겨진 거울

<그림 9> 청동[황비창천]팔릉경

(청주박물관, 공주-840, 지름 18.3cm,
1980년 충주 종민동 출토)

(전주박물관, 전주-850, 지름 17.0cm,
1991년 수증)

<그림 10> 황비창천명선문화형경30)

<그림 11> 청동거울31)

(해군사관학교, 지름 16.7cm)

(경북대 박물관, 지름 16.3cm)

2017. 5. 1.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e뮤지엄, (거울), 개성 인근 출토, 2017. 5. 1.
국립중앙박물관, 도록(무제), 2005, 329쪽.
해군사관학교, 박물관도록 , 1997, 132쪽.
경북대학교, 박물관도록 , 2013,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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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황비창천명 청동거울
(충북대박물관, 지름 16.7cm, 신상정 기증품)

<그림 13> 해주문 팔릉형 동경
(海州文八陵形銅鏡)32)
(홍익대박물관(소장품 470), 지름 16cm)

<그림 14> 선박문 황비창천명
청동거울33)

<그림 15> 청동황비창천명팔릉경
(靑銅煌丕昌天銘八稜鏡)

(한남대박물관, 지름 17.0cm)

(원광대박물관, 지름 17.4cm, 1968년구입)

<그림 16> 팔릉형 동경(八稜形銅鏡)

<그림 17> 동제양각선유문화형경
(銅製陽刻船遊文花形鏡)34)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지름 16.6cm)

(삼성미술관Leeum, 지름 18.3cm)

32)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e뮤지엄 (거울), 2017. 5. 1.
33) 한남대박물관, 도록 (2013), 158쪽.
34) 호암미술관, 대고려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1) (1995),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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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황비창천명 거울35)

<그림 19> 황비창천경36)

(부산박물관 소장, 지름 16.5cm)

(京都國立博物館, 지름 17.0cm)

<그림 20> 황비창천명경37)

<그림 21> 황비창천명 팔릉거울38)

(보스턴미술관 소장, 지름 17.0cm)

(코넬대학교 허버트 F. 존슨 미술관 소장,
지름 16.7cm)

배무늬 청동거울의 제작 시기는 모두 고려시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2세기에서 13세기 전반기에 주로 중국(북송과
금)으로부터 유입 또는 모방 내지 창조적 변형을 통해 고려의 장인들
에 의해 자체 제작되어 국내에 유통되기도 하고,39) 일부는 중국(주로
금)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13세기 중반이후~14세기까지는 금나라 계
35)
36)
37)
38)
39)

부산박물관, 부산박물관 소장유물도록, 珍寶 (2013), 76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소재문화재도록 (1995), 도95, 94쪽.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2004), 225쪽.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코넬대학교 허버트 F. 존슨 미술관 한국문화재 (2009), 167쪽.
호서지역에서 출토된 61점 중 50점의 동경이 고려 중기인 11세기 말에서 13세기 중반에
부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황비창천명경 역시 이 시기에 부장되었다. 청주 율량동
출토 황비창천명경은 숭령중보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1106년 이후 부장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설지은, ｢호서지역 고려시대분묘 출토 동경 연구｣,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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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문양과 양식이 그대로 사용되거나 문양의 일부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異形의 동경들이 고려 내에서 제작되고 소비되었으나 그 수량
은 이전 시기에 비해 줄어들었다.40) 이는 금의 멸망으로 인해 금나라
로의 수출을 위한 수요가 사라지고, 몽고와의 전란과 원의 지배의 영
향으로 금나라 계통의 양식이 쇠퇴해간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41) <그림 1>(덕수4927; 덕3194)이나 <그림 9>(전주850)와 <그림 17>
처럼, 세공기법이 정교하거나 독자적인 무늬로 제작된 것은 대체로 원
대(1271-1368)에 상응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42)
흥미로운 사실은 선박사 연구자들이 배무늬 청동 거울에 새겨진 배
를 고려선박으로 간주하는 것과는 달리, 박물관과 문화재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의 이연재는 <그림 21>에 대한 해설 기사
에서 “황비창천명경은 중국의 송과 금대에
유행하였다. … 煌자가 좌우 반전된 것과
무뎌진 세부 표현을 통해 중국의 거울을
고려에서 范(거푸집)으로 뜬 후에 여러 번
재주조하여 만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44)

<그림 22> 황비창천명 청동거울43)
(숭실대박물관 소장, 지름 16.8cm)

박진경은 ‘황비창천명 동경을 고사문경(故事紋鏡), 선인귀학문경(仙
40) 황정숙은 문양 연구를 통해 <그림 1>이 먼저 제작되고, <그림 22>가 <그림 1>을 단순화
하여 주조된 뒤 여타의 동경이 <그림 22> 형의 동경을 원형으로 하여 이 원형을 모래나
진흙에 찍어 틀을 만들고 이 주형에 주물을 부어 제조하였을 것이라 추측하였다(황정
숙, ｢고려 중후기 사상을 통해 본 동경 문양의 상징성 연구｣, 123쪽). 그러나 필자는
<그림 22>가 중국에서 수입된 원형 황비창천명 동경이고, 여타의 황비창천명 동경이 이
를 원형을 삼아 모방하였으며, <그림 1>은 고려인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시기적으로 맨
뒤에 주조된 것으로 본다.
41) 박진경, ｢금계 고려동경연구｣, 59-63쪽.
42) 高西省, ｢論中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83쪽; 박진경은 <그림 1>의 제작시기를 12
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하였다. 박진경, ｢금계 고려동경연구｣, 60쪽.
43)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 (1988), 74쪽; 황정숙, ｢고려 중후기 사
상을 통해 본 동경 문양의 상징성 연구｣, 122쪽.
44)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코넬대학교 허버트 F. 존슨 미술관 한국문화재 ,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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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龜鶴紋鏡), 방고경(倣古鏡), 동자유희문경(童子遊戱紋鏡) 등과 함께
12세기 중반~13세기 전반기에 고려와 금 간의 교역을 통해 고려에 유
통되었고, 일부는 고려의 장인에 의해 재주조되어 고려에서 유통되기
도 하고, 13세기 중반~14세기에는 금의 銅禁政策에 따라 고려의 동경
이 사무역을 통해 금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다.45)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그림 16>의 ‘팔릉형 동경’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명문 동경은 ‘황비창천(煌丕昌天)’이 새겨진
거울로, 고려시대 동경 가운데 비교적 많은 수량이 남은 것이다.… 팔
능형(八稜形) 동경으로 외곽선 없이 글씨를 새겼고, 왼쪽 하단에 뱃머
리를 잡으려는 용과 이를 물리치려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황
비창천’이 새겨진 거울과 비슷한 동경은 중국에서도 일부 확인되나,
그 수량은 현저히 적다.”46)
충북대 박물관은 ‘황비창천명 청동거울’을 전시하거나 도록에 수록
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림 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고 있
다. “‘煌丕昌天’이라는 吉祥語가 전서체(篆書體)로 표현되어 있는 팔릉
(八稜) 거울이다. 거울에는 거친 파도를 해치며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그 앞에 머리를 쳐들고 있는 한 마리의 용이 재치있게 표
현되어 있다. 명문에 따라 ‘황비창천’명 거울이라 부르기도 하고, 무늬
를 기준으로 海船 무늬거울이라 부르기도 한다. 중국 송경(宋鏡)의 영
향을 받아 제작된 대표적인 청동거울이다.”47)
이에 반해 이난영은 “황비창천경이 고려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45) 金의 영역에서 동광 유적이 발굴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구리 산지는 주로 남송에 속
한 장강 이남으로 북송 元豐 연간(1078-1085)에 구리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금에서는 銅禁 정책을 자주 시행했는데, 최소한 1170(大定10)년부터 1204(泰和4)년까지
동경에 대한 검증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경, ｢금계 고려동경연구｣, 18쪽 각
주 47, 20쪽.
46)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박물관도록 , 2012, 78쪽.
47) 충북대 박물관 소장 황비창천명 청동거울에 대한 사진과 설명 자료는 박물관의 학예사
를 통해 직접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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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출토된 예는 비교적 적은데, 이는 아마도
고려 독자의 것이 일부 금으로 유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48)
고 적고 있다. 그는 황비창천경을 ‘금경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중국(張
英, 吉林省出土銅鏡 )에서는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지만, 황비창
천명 항해도문의 도안이 이미 송대에 있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
들과 유리판, 가오시쉥 등이 중국의 동경을 원형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다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물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황비창천명 청동거울 속의 배가 고려 선박을 묘사한 것이 아님을 시
사한다.

Ⅲ. 중국 출토 배무늬 청동거울
중국은 청동거울의 제작의 역사가 긴만큼, 그 문양 또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무늬 청동거울은 수효도 적고, 제작 시기도 송
(960-1179)~금(1115-1234)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49) 중국에서 발굴된
배무늬 청동거울을 배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외견상 3가지 유
형, 즉 ① 곡선형 깃발을 휘날리는 배, ② 직선형 깃발을 휘날리는 배
(표준형), ③ 이형(異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형과 ②형의 선형은
매우 유사하지만, 돛대에 휘날리는 깃발이 곡선인 것(①형)과 직선인
것(②형), 배 주변의 파도 무늬, 명문의 유무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

48) 이난영, 고려경 연구 (통천문화사, 2003), 326쪽.
49) 가오시쉥(高西省)은 2000년 당시 “고고학적 발굴과 수집을 통해 알려진 航海圖紋鏡은
모두 10여개 정도”라고 밝히고 있고(｢論中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79쪽), 余繼明이
펴낸 中國銅鏡圖鑑 (浙江大學出版部, 2000)에는 신석기부터 청대까지 총 148점의 동
경의 도판이 수록되어 있는데, 배무늬 청동거울은 원대 1점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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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배무늬 청동거울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②
형은 우리나라의 배무늬 청동거울과 매우 유사하여 이를 ‘표준형’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③형은 거울 뒷면의 무늬가 조잡하고, 배도 위의
①형이나 ②형과는 판이하여 고려시대 청동거울의 배와 유사성이 없
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먼저 ①형(<그림 23>~<그림 25>)을 검토해 보면, 외형은 여덟 장의
잎사귀 모양을 한 팔릉형으로, 청동거울 우측에 배 한 척이 파랑을 헤
치고 항해하는 모습이다. 이 거울에서 보이는 특이한 점은 파랑의 낙
차가 매우 크다는 것과 ‘황비창천’이란 명문이 없다는 것이다. 배의 외
판은 3장이 보이고, 갑판에는 뱃집이 있으며, 선수·미에 세 사람과
두 사람이 각각 앉아 있으나, 선미의 키는 <그림 23>과 <그림 24>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재질을 보면, 주로 주석을 많이 함유한 청
동으로 제작되었지만, <그림 24>는 주석을 적게 함유한 황동이다. <그
림 24>의 거울은 1977년 陕西省 扶風縣 城关下河村의 송나라 묘지에서
발굴되었으며, 현재 陕西省 扶風縣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제작 연
대는 원대라는 주장이 있으나, 가오시쉥과 유리판은 송나라 묘지에서
발굴된 것을 근거로 ‘(북)송대 동경’으로 보고 있다.50) ①형의 청동거
울은 대체로 송대에서 원대에 제작된 것들이다. <그림 24>와 유사한
형태의 동경으로 西安 成都博物館에 소장된 유물의 탁본이 중국의 과
학과 문명 제4권 3편에 소재되어 있는데, 니덤은 이 오대나 송대, 즉
9~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1)
<그림 26>은 곡선형 깃발인 점에서는 ①형을 닮았으나, 명문이 있
고, 높은 파도 무늬가 잔 파도 무늬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50) 高西省, ｢論中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80쪽; 于力凡, ｢試析北宋八辨菱花形船舶銅鏡｣,
289쪽.
51) Joseph Needham, 김주식 역, 동양항해선박사 (문현, 2016),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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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형과 비교했을 때는 명문이 ‘天下安昌’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해 보면 <그림 26>은 청동거울의 발전사에서 ①형과 ②형의
매개형 내지는 중간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배의 선형 또한 ①형
이나 ②형과 유사하지만, 거울에 외곽선이 삽입되어서인지 ①형이나
②형에 비해 배의 크기가 작아지고 날렵해진 느낌을 준다.

52)
53)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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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海濤雲帆葵花鏡52)

<그림 24> 航海圖紋鏡53)

(원대, 지름 18.1cm)

(송대, 지름 18.6cm, 1977년 陕西省 출토)

<그림 25> 海舶圖54)

<그림 26> 天下安昌海舶鏡55)

(송대, 지름 18cm, 四川省 출토)

(송대 또는 금대)

余繼明 編著, 中國銅鏡圖鑑 (浙江大學出版部, 2000), 138쪽.
高西省, ｢論中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80쪽.
孔祥星·劉一曼, 中國銅鏡圖典 (文物出版社, 1992), 853쪽.
위의 책, 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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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煌丕昌天海舶鏡56)

<그림 28> 臨洮府煌丕昌天海舶鏡57)

(금나라, 吉林省 前郭爾羅斯 출토, 지름 16.5cm)

(원본 직경 17.5cm, 탁본 직경 16.6cm)

<그림 27>~<그림 29>는 표준형 배무늬 거울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배무늬 청동거울과 유사하다. 다만 <그림 28>에
‘황비창천’이란 양각 명문 좌우에 ‘臨洮府錄事司驗記官’이란 명문이 음
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과 <그림 29>의 외형이 팔릉형이 아닌 원형이
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배무늬 청동거울과
다르다. 이 3점의 표준형 청동거울 가운데
연대가 확인된 것은 <그림 29>로, 송대에
제작되었다. 청동거울에 새겨진 배의 모습
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배무늬 청동거울
이나 앞서 설명한 중국의 곡선형 깃발을

<그림 29> 航海圖紋銅鏡58)

휘날리는 배무늬 청동거울과 거의 같다. 즉

(송대, 湖南 출토)

세 장의 외판을 이어 붙였고, 선수에 3명, 선미에 2명의 사람이 배치
되어 있으며, 갑판 위에는 뱃집이 있고, 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항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미의 키는 <그림 28>과 <그림 29>에서는
보이지만, <그림 27>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56) 위의 책, 848쪽.
57) 위의 책, 849쪽.
58) 高西省, ｢論中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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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주위의 무늬를 보면 <그림 29>는 파도 무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면서, 파고가 매우 높아 곡선형 깃발의 파도무늬와 매우 유사하다.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곡선형 깃발의 배무늬 청동거울 중 연대가 확인
된 <그림 23>~<그림 25>인데, 원대(<그림 23>)와 송대(<그림 24~25>)
로 확인되었는데, <그림 29>도 송대의 유물로 확인된 것을 고려하면
높은 파도무늬 청동거울이 표준형 배무늬 청동거울에 비해 앞서 제작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0> 海舶鏡59)

<그림 31> 海舶鏡60)
(河南 舞陽 출토, 지름 16.5cm)

중국의 배무늬 청동거울의 제작 연대와 관련하여 금나라 시기에 제
작된 것이 다수 발굴되었다. 가오시쉥의 논문에 따르면, 첸궈얼뤄쓰
(前郭爾羅斯) 蒙古族自治縣 文物管理所, 旅順博物館, 中國歷史博物館, 黑
龍江省 阿城縣文物管理所 등에 금나라 시기 제작된 배무늬 청동거울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유물은 출토지가 금나라의 세력권이었던 중국 북
부라는 점과, 무늬가 섬세하지 못하고, 거울 또한 조잡하고 거칠게 제
작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61)
가오시쉥은 “중국의 동경이 고대에 일상물품 내지 종교의례품으로
59) 孔祥星·劉一曼, 中國銅鏡圖典 , 851쪽.
60) 위의 책, 852쪽.
61) 高西省, ｢論中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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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어 漢·唐 시기에 이르러 조각, 장식, 주조 기술이 조합된 공예
미술품으로 발전하였고, 宋·金 시기에 이르러 동경 제조술이 간략하
고 조야(원문: 粗糙)하게 변했지만,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무늬를 뒷면에 새겨 넣었는데, 航海圖紋鏡은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멋을 보여주고 있다”62)고 평가하였다. 그는 “한국의
항해도문경은 중국의 동경을 그대로 모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개량
하였으며, 일부 동경은 宋·元 이후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漢·唐
시기의 동경 제조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가오시쉥은 또
한 “한국에서 발견된 항해도문경이 수적으로도 많고, 연대도 중국과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고려 동경이 중국으로 수출되었을 개연성
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63)
한편, 유리판(于力凡)은 금 大定11년(1171)에 ‘동경을 사적으로 주조
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동경은 모두 관아에 바쳐야 한다는 어명을
반포하였기 때문에 금 통치지역에서 발견된 북송 시기의 동경에 금의
각인이 나타나게 된 것’이며, 우리나라 충주와 춘천에서 발굴된 배무
늬 동경 2점과 중국 동경 14점 등 총 16점을 그 모양에 따라 I ~ IV식
으로 분류하고, ‘이들 동경이 모두 북송 시기의 황권통치문화를 반영
하여 휘종(徽宗, 재위 1100-1125) 대에 제작되었다’고 보았다.64)

Ⅳ. 한중 청동거울에 새겨진 배의 선형 비교
여기에서는 고려시대 배무늬 청동 거울에 새겨진 배를 고려선으로

62) 위의 논문, 79쪽.
63) 위의 논문, 86쪽.
64) 于力凡, ｢試析北宋八辨菱花形船舶銅鏡｣, 289·291·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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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발굴된
동경 가운데 표준형 동경 2점을 각각 선정하여 Photosho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박의 외곽선을 딴 뒤, 이를 배의 크기를 조절하여 겹친 다
음, 한국과 중국의 선박 두 척의 선형을 겹친 배의 외곽선을 다시 중
첩시켜 볼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 배무늬 청동거울로 전주박물
관과 리움박물관 소장 2점을 골라 배의 외곽선을 딴 뒤 두 선박의 외
곽선의 크기를 조절하여 중첩시켜 보았다. 그 결과, <그림 32-c>에 나
타난 것과 같이, 두 동경에 새겨진 배의 외곽선이 일치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표 배무늬 청동거울로 <그림 26>과 <그
림 27>을 선정하여 배의 외곽선을 딴 뒤 크기를 조절하여 중첩시켜
보았다. 그 결과, <그림 33>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림 26>의 깃발이
일부 곡선으로 흐르는 부분이 차이나는 것 이외에는 두 선박의 외형
이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a.전주박물관 소장 구리거울
<그림9>의 선형

b.리움박물관 소장 구리거울
<그림 17>의 선형

c.두 선형의 중첩

<그림 32> 한국 표준형 구리거울의 선박의 선형

a.天下安昌海舶鏡
<그림 26>의 선형

b.지린성 煌丕昌天海舶鏡
<그림 27>의 선형

<그림 33> 중국 표준형 구리거울의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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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두 선형의 중첩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림 32-c>와
중국의 <그림 33-c>를 다시 겹쳐 보았
다. 그 결과 <그림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돛대와 외판, 선수와 선미의 사
람 형상, 갑판의 뱃집, 돛대 버팀줄 등
이 완전히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림 33-a>의

<그림 34> 한중 표준형 구리거울의
중첩 선형

곡선형 깃발 부분과 선미의 키의 유무 정도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
국의 청동거울 속에 새겨진 배는 동형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동경은 고대부터 제작되어 漢·唐 시기에 무늬를 새겨
넣었으며, 宋·金 시기에 조잡하게 제조되었고, 주석 함유량이 적고
아연을 일부 함유한 황동제다.65) 배무늬 청동거울은 주로 북송 때부
터 문양은 존재했으나, 금대에 들어와 크게 성행하였다. 중국의 항해
도문경에는 명문이 없는 것과, 天下安昌, 煌丕昌天 등의 명문이 있는
것이 발견되며, 현재까지 10여종 정도만이 알려져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배무늬 청동거울은 <그림 1>을 제외하
고 황비창천명, 파도문, 배무늬 등 거의 모든 문양이 중국의 것과 매
우 유사하고, 12세기~13세기에 걸쳐 북송 및 금과의 교역을 통해 고려
로 유입되어, 모방, 변형, 창조 등의 형태로 자체 제작하여 국내에서

65) 高西省, ｢論中韓兩國出土的航海圖紋銅鏡｣,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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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었고, 일부는 중국(주로 금)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재질 또한
주석 함유량이 높은 청동을 사용하였다.66)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
국에서 발굴 및 수집된 황비창천명 동경이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셋째, 배의 선형을 비교해 본 결과, <그림 1>의 삼족오문 항해도문
동경을 제외하고, 중국과 고려의 동경 속의 배는 동형선으로 확인되었
다. 고려시대 배무늬 동경이 북송 내지 금의 동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려 동경에 새겨진 배는 중국에서 유입된 거울
속에 새겨진 배무늬를 그대로 주조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동경 속의 배를 중국의 특정 선형의 배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동
경에 새겨진 배는 장인(匠人)이 현실적인 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
니라 현실의 배를 바탕으로 이상형적인 배의 모습으로 추상하여 묘사
한 배일 개연성이 크다.67)
가오시쉥과 유리판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청동 거울의 뒷면에 무늬
가 새겨진 것은 漢·唐 시기이며, 중국의 배무늬 청동거울은 동경 제
조술이 퇴보한 북송 시기에 주로 제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
된 배무늬 청동 거울은 중국의 배무늬 청동 거울에 비해 수량도 많고
제조술도 더 발전했으며, 무늬도 정교하고, 명문도 ‘황비창천’으로 단
일화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배무늬 청동거울이 송이나 금대의 청동
66) 위의 논문, 83쪽.
67) 문경호 교수는 구리 거울에 “처음 배 문양을 새긴 사람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
를 새겨 넣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청명상하도≫의 운하를 항해하는 강선을 주의깊
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호남사학회 하계발표회 발표자료집, 2017. 6. 10, 16쪽)
아마 ≪청명상하도≫ 속 평저선형 배의 돛대잡이용 용총줄이 가지런히 늘어선 모양이
구리거울에 새겨진 배의 돛대잡이용 용총줄과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이것 이외에 ≪청명상하도≫의 평저선형 강선은 선수미가 평면형이고, 노가 있으
며, 선미루가 있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처음 구리거울의 주조 틀을 만든 장
인은 분명히 ≪청명상하도≫의 강선이나 연안에서 운항하던 당대의 여러 중국 배들을
보았을 것이지만, 특정 선형을 직접 상정하여 밑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머릿속에 남아
있는 배의 이미지-당대의 선형이 일부 반영된 배의 이미지-를 추상하여 새겼을 것이라
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허일 등이 정리한 중국의 배 에는 강선과 해선 등 약 70여
종의 중국 배가 소개되어 있다. 허일·김성준·최운봉, 중국의 배 (전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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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을 받아들여 발전적으로 개량 및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음을 의미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파도의 무늬와 제조술 등은 개량 내지 발전시
켰지만, ‘황비창천’ 명문의 서체와 배무늬는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 배무늬 청동거울에 새겨진 배를 고려선박
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넷째, 중앙박물관과 대구박물관 소장 삼족오문 항해도문 동경(덕수
4927; 덕 3194)은 크기(24cm), 원형, 해 안의 삼족오와 달 안의 나무와
새, 운룡과 어룡, 파도 등의 무늬 등이 매우 독창적이고 정교하다. 배
또한 여타 동경의 배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평면형 저판 및 선수
미, 삿대, 중첩된 삼판, 최상부 삼판의 멍에(橫梁) 등 여러 면에서 원
양항해용 평저선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을 고려할 때 삼족오
문 항해도문 동경의 배는 고려선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동경은
북송과 금으로부터 수입한 항해도문 동경을 모방 및 변형한 끝에 대
체로 12세기 중엽~14세기에 토착화해 고려 장인의 창의력의 산물이라
고 볼 수 있다. 아쉬운 것은 ‘황비창천’ 명문이 뒤집혀(昌天皇火丕) 주조
된 점이다.
그렇다면 황비창천명 배무늬 청동거울이 원산지인 중국에 비해 고
려에서 크게 유행했던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거울에
새겨진 명문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
리나라의 구리거울에는 ‘煌丕昌天’ 명문만 보이지만, 중국에서는 ‘煌丕
昌天’과 ‘天下安昌이란 명문이 함께 나타나는데, 두 명문 모두 비슷한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天下安昌’이란 ‘천하가 편안하고, 창성한다’는
뜻이고, ‘煌丕昌天’은 ‘밝고 큰 별(景星)과 같은 길조가 나타나 천하가
창성한다’는 뜻이다. 유리판(于力凡)은 ‘天下安昌’ 명문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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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 초연수(焦延寿)의 저서 焦氏易林 에 ‘黃龍景星은 應德門에서
나온다. 福은 上天과 같고 天下가 安昌하다. 易林雜識 의 기록에 의하
면, 焦氏易林 가 그 당시(북송대) 민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船
舶鏡에 ’天下安昌‘이라는 銘文을 새긴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따
른 것이다.”68)

유리판은 이러한 황비창천명 선박문경이 북송 徽宗(재위 1100-1125)
통치기에 ‘하늘에서 길조가 나타난 현상을 통해 황제의 성덕과 위업을
찬송하고, 四夷가 天國(천자의 나라)을 따른다’69)는 뜻을 반영할 목적
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煌은 밝다는 뜻이다. 張衡의 東京賦 에는 다음과 기재되어 있다. ‘煌
光(밝은 빛)이 星流와 같이 빛난다.’ 韓愈의 醉後 에도 ‘밝은(煌煌) 東
方星’이라고 서술하였다. 丕는 크다는 뜻이다. ‘煌丕’라 함은 ‘밝고 큰 별’
을 가리킨다. 王充의 論衡 에는 ‘큰 별을 景星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
다. 史記 에는 ‘하늘이 맑으면 景星을 볼 수 있는데, 景星이라 함은 德
星을 가리킨다. 그 형태가 無常한데 대부분 덕행이 있는 나라에 나타난
다’고 기재되어 있다. 漢나라 元鼎5년(기원112년) 武帝는 汾陰에서 鼎을
얻게 되자 景星 이라는 시를 지어 이와 같은 길조를 축하하고 나라에
복이 있기를 기원했다. 天, ‘천하에는 王土’뿐이다. 昌은 흥행을 뜻한다.
‘天下安昌’과 ‘煌丕昌天’은 동일한 뜻인데, 景星과 같은 길조를 통해 국운
의 창성을 宣揚하고 천하안정을 기원하며 ‘國君의 강대함과 덕행이 있는
자가 창성한다’는 사상을 宣揚하고 있다.”70)

유리판(于力凡)은 또한 항해도 무늬의 도안이 ‘한문제가 활을 쏘아
68) 于力凡, ｢試析北宋八辨菱花形船舶銅鏡｣, 290쪽.
69) 위의 논문, 294쪽.
70) 위의 논문, 291쪽.

102

<제7호>

蛟龍을 사살했다는 고전을 원용한 것으로 북송의 휘종대의 황권문화
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漢書 의 기록에 의하면, “한무제 元
封5년 겨울 …(한무제가) 天柱山에 오르고 潯陽에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蛟龍을 직접 사살하여 포획하였다.”71) 그러나 그 자
신이 밝힌 것과 같이, 용과 싸우는 일화는 한무제의 설화 외에도 呂
氏春秋 와 論衡 등 많다는 점에서 황비창천명경의 도안이 한무제의
설화에서 유래하였다는 유리판의 주장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고려동경 수집가인 이배근은 1969년 우리나라 최초로 신세계백화점
에서 동경 전시회를 개최하고 쓴 해설서에서 ‘황비창천팔릉경’을 ‘作帝
建還鄕圖鏡’이라 별칭하고, 황비창천명 航海圖案은 왕건의 世系에 관한
김관의(金寬毅)의 編年通錄

72)에

나오는 설화를 표상한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이배근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왕건 태조의 조상벌이 되는 작제건이 그의 생부 당나라의 귀인을 찾으
려고 唐船에 편승하여 서해를 건너가는 데 도중에 운무가 끼어 지척을
분간치 못하여 지체하기를 3일이나 되었다. 그래서 선원이 점을 치니 이
배에는 고려인이 타 있기 때문에 서해 용왕이 노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래서 작제건은 배에서 버림을 받고 弓矢를 들고 바다로 뛰어 내렸다. 그
런데 마침 바위가 있어 그 위에 서게 되었다. 그러자 서해용왕이 나타나
서 공손히 읍하고 말하기를 ‘나는 서해 용왕인데 늙은 여우(老狐)가 있어
매일같이 불상으로 둔갑하여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이 바위에 앉아 옹종

71) 漢書 卷六 ｢武帝纪第六｣，中华书局, 2000年版，第1册，第139頁. 유리판은 한무제 설
화를 소개한 전거로 당나라 시인 韋應物의 漢武帝雜歌 와 秋風辞 도 소개하고 있다.
于力凡, 위의 논문, 290-291쪽.
72) 고려 의종(1146-79) 때 김관의가 고려 왕실의 세계에 관한 정리한 책으로 14세기 말 이
후 사라져 현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려사 에 인용된 태조 왕건의 6대 조상인 호경
이후 세계를 정리한 2천여자만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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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擁腫經)을 읽으면 내 머리가 몹시 아파져서 죽을 지경이니, 듣건대
낭군은 신궁이라 불릴만치 활을 잘 쏜다고 하니 나의 원수를 없애주기
바란다’하며 간곡히 청원하므로 작제건은 이를 수락하고 그의 원수인 노
호를 활로 쏘아 죽였다. 서해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궁중으로 안내하여
치사하여 말하기를 ‘내가 낭군에게 보은코자 하는데 낭군의 희망이 초지
대로 서쪽 당나라로 가서 생부인 당의 귀인을 만나 볼 것인지 不緣이면
부유하게 될 七寶를 가지고 동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날 것인가’하고
부름에 작제건은 ‘동으로 가겠다’고 대답하니 용왕은 다시 말하기를 ‘동
토로 가서 그대 자손에 삼건(작제건, 용건, 왕건)이 날 때를 기다려라’하
며 여러 가지를 일러주었다. 이에 작제건은 용왕에게 많은 보물을 받고
용왕의 딸 용녀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차 동토로 돌아가려 할 때
용녀의 교사로 용왕의 조화물인 楊杖과 돼지까지 받아 가지고 漆船을
타고 고향인 예성강구 영안성으로 돌아왔다.”73)

결국 ‘황비창천명 항해도문경’은 왕건의 조부인 ‘작제건이 용녀와 함
께 칠보와 楊杖과 돼지를 漆船에 싣고 바다를 건너 동토로 돌아오는
광경을 표현한 그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항해도문의 도안이
송대부터 존재했다는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이배근의 해석은 황비창천명 항해도문경이 북송이나
금 등 중국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려에서 널리 유행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유리판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황비창천명 항해도문경은 애초에 북송
의 휘종 황제의 덕양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조되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항해도문안을 태조 왕건의 조부인 작제건의 설화로 해석
하여 태조 왕건을 龍孫으로 지체를 높이기 위한 상징물로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것이 황비창천명 항해도문경이 북송과 금을 통해 유
73) 이배근, 고려동경해설 (기문사, 1991), 5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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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이를 모방 및 변형하고 독창적으로
재창조하여 널리 유통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
다. 이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설지은은 호서 지역 분묘 출토 동경의 상징성을 辟邪的, 神異·주술
적, 종교적, 실용적인 것으로 분류하였고74), 황정숙은 神意的, 神異的,
祭儀的인 것으로 구분하였으며,75) 이난영은 동경이 지닌 의미를 화장
용, 장식용, 完整·吉祥, 禮貢品, 銘文을 통한 상품성으로 해석하였
다.76)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황비창천명 항해도문경’은 신이적
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4) 설지은, ｢호서지역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동경 연구｣, 89-92쪽.
75) 황정숙, ｢고려 중후기 사상을 통해 본 동경 문양의 상징성 연구｣, 14쪽.
76) 이난영, 고려경 연구 , 359-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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