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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풍탁(風鐸)이란 뒤집어진 통형의 몸체, 치게, 바람판을 갖춘 음향 
도구이다. 바람이 불어 풍탁의 바람판을 움직이며, 바람판에 연결된 
치게가 통형의 몸체 내부를 타격하여 소리를 발생시킨다. 풍탁은 주
로 탑과 건물 처마에 설치되어 사용되었다. 
  풍탁의 제작과 사용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도 확인되나, 삼국 모
두에서 풍탁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출토 보고서를 비롯해 
각종 문헌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풍탁의 사례들, 그리고 옛 풍탁의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과 관련 기록을 모아 정리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풍탁의 명칭 및 기원, 설치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개
별 풍탁의 출토 상황과 양식을 정리하여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도출
하고자 했다. 또한 풍탁의 양식적 변천을 살피고 그 변화에 내재된 
의미와 풍탁의 종교적, 사회적, 미술사적 중요성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범위는 풍탁이 등장했던 최초의 시기인 통일신라시대부
터 고려시대까지이며, 이 시기는 풍탁의 기원과 초기 양식을 밝힐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풍탁의 명칭은 크게 ‘탁
(鐸)’, ‘영(鈴)’, ‘경(磬)’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풍탁을 가리키는 옛 명
칭과 현재의 명칭에는 차이가 있다. 진양(陳暘, 1064-1128)의 『악서
(樂書)』와 허신(許愼, 58?-147?)의 『설문해자(說文解字)』, 불교 경전, 
각종 탁의 명문은 풍탁의 명칭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탁은 
풍탁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예로부터 익숙하게 사용되었다. 영의 경우, 
작은 탁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거나, 영의 범주에 탁이 속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록에 따르면 경은 풍탁과 재질 및 원리부
터가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구된 풍탁은 그 명칭을 탁과 영
으로 한정하였다.   
  탁은 기원전부터 중국에서 군사(軍事)와 관련된 도구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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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탁 중에서도 풍탁은 불교와 강한 관련성을 지닌다. 초기 풍탁
이 절에서 출토될 뿐 아니라 기록 및 다른 작품 속에 등장한 경우가 
모두 불교와 관련된다는 점은 풍탁이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생성,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풍탁의 존재가 각종 기록과 
미술품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6세기이다. 양현지의 『낙양가람
기(洛陽伽藍記)』와 미국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of Art)에 소장
되어있는 중국 남향당산석굴(南響堂山石窟) 제2굴의 아미타정토도(阿
彌陀淨土圖) 석편이 그 증거이다. 한국에서 풍탁이 등장한 시점은 7
세기 전후이다. 미륵사(彌勒寺)의 창건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미륵사지 출토 금동풍탁,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의 공방지에서 출토
된 바람판이 전해지고 있다.
  풍탁의 사용처는 다양한 문헌기록과 실물자료의 검토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문헌 및 시각자료로 전해지는 풍탁의 80% 이상이 절과 
관련된 것이었다. 풍탁이 설치된 세부 장소 중 가장 많은 곳은 탑으
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풍탁이 설치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탑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탑 외에는 절의 기타 건
물과 경당(經幢) 등에 풍탁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풍탁이 절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이상적 세계를 묘사한 경전의 글과 남송 때 제작된 <퇴흑누각인
물문대합자(堆黑樓閣人物文大合子)>와 <퇴흑누각인물문향로대(堆黑樓
閣人物文香爐臺)>, 청말(淸末)에 제작된 <소람정자장식(燒藍亭橋擺
件)>은 절 외의 기타 장소에서도 풍탁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다.
  풍탁을 목조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추녀마루나 추녀에 별다른 장식 
없이 혹은 풍탁을 입에 문 서수 장식과 함께 설치되었다. 1114년 남
송(南宋)에서 제작된 <은지궁전(銀地宮殿)>에서는 서까래에 설치된 용
두가 풍탁 고리를 물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삼
성미술관 리움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 소장되어있는 용두 장식과 풍탁 일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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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풍탁이라는 명칭으로 전해지고 있는 유물의 양식, 출토지, 부
속구는 용도, 즉 해당 탁이 실제 풍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제작
된 시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창녕 술정리사지(述亭里
寺址) 풍탁과 경주 황룡사지(皇龍寺址) 풍탁은 각각 진단구(鎭壇具)로 
매납(埋納)되었을 가능성과 풍탁의 기능성이 배제된 장식으로 사용되
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릉 보현사(普賢寺) 풍탁, 거창 천덕사지(天
德寺址) 풍탁, 경주 구황동(九黃洞) 풍탁은 전술한 정보와 사역(寺域) 
유지에 대한 기록을 이용해 제작 시기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이다.
  풍탁이 의도적으로 매립된 정황과 상세 출토지점의 연관성은 현재
까지 명확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사내(寺內) 공예품 매납에 대해서
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모자탁(母子鐸)의 실존하는 증거로 여겨
지던 청주 사직동 동제풍탁의 조사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반증한
다. 겹쳐 있던 소형 탁과 중형 탁은 각각의 치게를 지닌 채 독립적으
로 사용되었으며, 매장 당시에만 겹쳐서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
자탁은 기본적으로 자탁(子鐸)의 몸체가 모탁(母鐸)의 내부를 타격하
거나 자탁의 비교적 둔중한 몸체가 바람판의 역할을 하여 모탁의 치
게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자탁의 작동 원리는 풍탁의 기
능성과 배치(背馳)되는 구조이다. 모자탁의 존재를 증명할 근거는 아
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탁의 형태와 양식을 이루는 요소로는 높이, 하단(下端), 입면(立面), 
평면(平面)의 모양, 돌대(突帶)의 유무 등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탁의 
외양을 분류하였을 때, 두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종
형(鐘形) 풍탁이다. 외양(外樣)이 종과 유사한 이 풍탁들은 연호형의 
하단과 돌대를 지니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대부분은 종의 유곽(乳
廓)에 해당하는 부분에 돌대를 둘러 처리했으며, 유곽 내에 몇 개의 
유(乳)와 화문(花文) 당좌(撞座)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행인형(杏仁形)
의 평면과 사다리꼴의 입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사각형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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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반원형의 입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
다. 이미 초기의 풍탁부터 등장한 이 유형은 고려 후기에도 천판(天
板) 위의 화판(花瓣) 장식 등 당대(當代) 종의 특징을 반영하며 지속
적으로 제작되었다. 두 번째는 방형(方形) 풍탁이다. 연호형의 하단, 
사다리꼴의 입면, 사각형의 평면과 돌대가 있는 풍탁이 이 유형에 해
당된다. 방형 풍탁은 다양한 모양의 입면 구멍과 장식문양이 확인되
며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풍탁이다.
  탁의 장식문양은 편년을 위한 기준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풍탁의 편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 중 연화문(蓮花文)은 해당 
문양의 기와가 다양한 유적에서 상당한 수량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범자문(梵字文)은 고려 12세기부터 기와 문양으로 등
장하였기 때문에 풍탁의 편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익산 미
륵사지 금동풍탁, 경주 감은사지(感恩寺址) 청동풍탁, 경주 황룡사지 
청동풍탁, 삼성미술관 리움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풍탁은 화문 
당좌를 지니고 있어 연화문 기와와의 비교 편년이 가능하다. 강진 월
남사지(月南寺址) 금동풍탁, 김천 직지사(直指寺) 금동풍탁, 일산 원각
사(圓覺寺) 소장 청동풍탁,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금동풍탁에는 범자
문이 있어 제작시기의 상한을 추정할 수 있다.
  제작 시점의 상한과 하한의 기간이 4세기를 넘지 않는 탁들을 편년 
기준작으로 삼아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유물과 고려시대
의 유물로 나누어보면 시대에 따라 양식이 변화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풍탁의 크기는 대형화되고, 돌대가 있는 탁
들이 많이 만들어지며 장식문양이 증가한다. 평면은 행인형에서 사각
형이 많아지며, 돌대가 있는 방형 풍탁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다수가 
확인된다. 통일신라 말까지도 풍탁에는 치게와 연결구의 역할을 겸한 
봉형의 금구가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 연결구와 치게의 역
할이 분리된 풍탁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풍탁
에 장식문양이 많아지고 치게가 독립되어 등장한 현상은 풍탁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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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이 있고, 풍탁의 크기는 결국 풍탁이 설치된 건물의 성격 및 
규모와 관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사료에서 관찰할 수 있는 풍탁의 위치와 의미를 고려했을 때, 
당시 사회에서 이해되었던 풍탁은 세속에 속하지 않는, 불교와 관련
된 물건이자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전달하는 음향도구였다. ‘사
랑스럽고 즐거운’ 소리 혹은 ‘쓸쓸하고 고독한’ 소리 등 상반된 감정
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경전에 나타나는 풍탁은 여래의 음성과 같은 
역할을 하며 기적을 불러오고, 장엄구(莊嚴具)이자 공양구(供養具)의 
일종으로서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 불교에서 중생을 중요한 도달점, 
즉 번뇌와 죄업 소멸, 극락왕생, 깨달음, 해탈, 득도로 이끄는 풍탁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향 도구였다.
  풍탁은 불가에서 사용되는 다른 법음구(法音具)들과 달리 특정한 용
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풍탁은 제작된 후에 사람에 의해 소리가 제
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바람에 의해 불시에 소리를 만들어낸다.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와 실용적 용도가 부재한 풍탁이 오랫동안 불가
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불교를 상징하는 소리 도구로 서술되어 왔다는 
사실은 풍탁이 보다 종교적 상징성을 강하게 띈 법음구라는 점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으로 도금된 풍탁이 전 시대에 걸쳐 많
이 제작되었다는 점 역시 풍탁의 종교적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이
다.
  그 동안 미술사학계에서 풍탁은 다른 금속 유물에 비해 비교적 적
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귀한 재료로 공력을 들여 만든 물품이었
던 풍탁에는 그 시대의 기술과 양식이 필연적으로 밀도 높게 반영되
어 있다. 풍탁은 당시의 종교적·사회적 맥락 및 금속공예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주요어: 풍탁(風鐸), 탁(鐸), 풍령(風鈴), 영(鈴), 고려 금속공예, 통일
신라 금속공예
학  번: 201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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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풍탁(風鐸)이란 뒤집어진 통형의 몸체, 치게, 바람판을 갖춘 음향도
구이다. 바람이 불어 바람판이 움직이게 되면 바람판에 연결된 치게
가 통형의 몸체 내부를 두드려 소리를 발생시킨다. 지속적인 타격으
로 소리를 내는 특성상 풍탁은 일반적으로 동(銅)과 철(鐵) 등의 금속
으로 만들어진다. 주로 탑과 건물 처마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풍탁을 만들고 사용하였으나 지금까지 알려
져 있는 풍탁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에서는 2010년 미륵사지유
물전시관에서 기획하였던 ‘밝은 빛 맑은 소리 풍탁’展을 통해 국내 소
재의 주요 풍탁과 관련 자료가 처음으로 본격 전시되었다. 출판된 도
록은 풍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 기반이 마련되는 계
기가 되었다. 그러나 학술 연구에 있어서 풍탁은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풍탁에 
대한 연구는 탑에 사용되고 있는 풍탁을 간략하게 서술, 소개한 글, 
발굴지에서 출토된 풍탁을 기술한 발굴보고서, 종 혹은 일본의 동탁
(銅鐸) 관련 연구서에 그 기원과 관련된 경우로 추정·언급된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풍탁이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뤄진 사례가 드문데 구
리하라 쇼오지(栗原正次)가 풍탁을 음향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 정
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1)

  이처럼 풍탁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연구가 미미했으나, 최근 국내에
서 풍탁을 주제로 한 논문 두 건이 동시에 발표되어 관심을 끈다. 두 
건 모두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으로 안소연(2014)의 「韓國 風鐸 硏
究」와 이영선(2014)의 「高麗時代 風鐸 硏究」가 그 것이다. 안소연의 
논문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풍탁을 아우르는 연구로, 풍탁
의 유형을 분류하여 몸체와 바람판의 양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하
였다. 이 논문은 풍탁에 관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

1) 栗原正次, 「風鐸の音響學的研究」, 『新潟大學教育學部高田分校研究紀要』21(1976), 
pp. 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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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문양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초기 풍탁과 종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본 점들이 특징적이다. 이영선의 논문은 고려시대 풍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논문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초기 풍탁의 전개 양상
도 함께 다루었으며, 고려시대 풍탁의 양식을 크게 제형(梯形)풍탁과 
종형(鐘形)풍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풍탁의 외부 및 내부의 연결 방
식을 살펴보고 동시대 미술품과의 비교를 통해 풍탁의 의장(意匠)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풍탁의 양식적 변천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여 공
예사에서의 풍탁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단편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는 풍탁의 
사례들과 관련 기록 및 풍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작품들을 모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풍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소개하려 한다. 이러한 자료
를 기반으로 풍탁의 명칭 및 기원, 설치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개별 
풍탁의 출토 상황과 양식을 정리하여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자 한다. 또한 풍탁의 양식적 변천을 알아보고 그 변화가 내포하는 
의미와 풍탁의 종교적, 사회적, 미술사적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가 살펴보는 풍탁은 고려시대까지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시기의 풍탁에 대한 연구는 그 기원과 초기 양식을 밝힐 수 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선시대의 풍탁은 이전 시기의 것들과 양식이 
상이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 사이의 풍탁의 양식적 영향관계도 
변화하는 영상을 보인다. 조선시대 이후 근대에 와서는 고식의 풍탁
을 모방하는 사례가 일본에서도 종종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기 풍탁에 대한 검토는 조선시대 이후에 제작된 풍탁을 이해
하기 위한 선행 연구가 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두 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다룬 
풍탁이라는 유물을 대상으로 주제를 설정한 것에 공통점이 있다. 그
러나 논문을 통해 검토하고 밝히려고 하는 내용이나 방향에는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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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풍탁의 편년 및 해당 유물이 
풍탁인지의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교체나 수
리가 잦은 풍탁의 특성상 출토지의 창건연대가 아닌 존속기간 전체가 
제작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따라서 공반 유물과 양
식적 특징을 참고하여 각 유물의 편년을 재고(再考),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유물의 몸체 형태뿐 아니라 탑, 건물
지 등 출토지의 성격과 바람판의 유무 여부 및 연결구의 모습을 살펴 
이들 유물이 풍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재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유물들은 다른 논문들의 유물들과 다를 수 
있으며, 풍탁의 양식적 변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서술하고
자 한다. 둘째, 진양(陳暘, 1064-1128)의 『악서(樂書)』를 통해 탁(鐸) 
및 풍탁의 외양을 확인하고 정리하려 한다. 연구 대상의 외양이 명확
하게 등장하는 동시기의 고문헌 자료를 통해 다른 음향도구와 구별되
는 탁 및 풍탁의 외형과 명칭을 비정할 수 있다. 셋째, 문헌자료는 당
대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로 한정한다. 본 논문에
서는 풍탁이 등장하는 경전 외의 문헌자료를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불
가(佛家)가 아닌 일반인들이 풍탁을 어떻게 대하고 인식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경전의 경우 당시 고려시대에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풍탁의 명칭과 기원,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
다. 도록, 보고서, 학술지 등을 참고했을 때, 한자문화권인 한국과 중
국, 일본 삼국에서 현재 풍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은 크게 
‘탁(鐸)’, ‘영(鈴)’, ‘경(磬)’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허신(許愼, 
58?-147?)의 『설문해자(說文解字)』와 진양의 『악서』를 비롯한 고문헌
과 불교 경전, 쇼소인(正倉院)과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탁 
및 양주 회암사지(檜巖寺址) 출토 탁 등 명문(銘文)이 있는 일부 실물
자료를 통해 각 명칭이 삼국에서 통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어 중국 및 한국 관련 기록과 미술품에 풍탁이 재현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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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게 된 최초의 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풍탁의 기원과 관련해
서는 양현지(楊衒之, 6세기 전반 활동)의 『낙양가람기(洛陽伽藍記)』, 
현재 미국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of Art)에 소장되어있는 중국 
남향당산석굴(南響堂山石窟) 제2굴의 아미타정토도 석편, 부여 능산리
사지(陵山里寺址)의 공방지에서 출토된 바람판, 익산 미륵사지(彌勒寺
址) 금동풍탁 당좌(撞座) 문양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풍탁의 사용처와 함께 설치된 장엄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식을 조
명하여 풍탁의 철치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풍탁의 설치
에 대한 단서들은 풍탁의 출토 상황이 아닌 2차 자료에서 더욱 자세
하고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사료와 경전의 풍탁과 관련된 언
급, 불화·변상, 경상, 사리장엄, 청동탑, 탑상문전, 경갑(經匣), 조상(彫
像) 등에 재현된 풍탁의 모습은 당대 풍탁의 설치에 대한 논의를 확
장시킬 근거가 된다.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등에 소장된 출토지 미상의 대
형 풍탁은 용두(龍頭)와 일괄로 전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화를 
통해 두 공예품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
으로 설치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풍탁의 외양을 통해 종류와 특징을 구별하였을 때, 그 
양식과 장식이 내포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현재 풍
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원형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어 풍탁의 
각 부분을 분석하고 서술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들 모두를 포괄하고
자 한다. 양식적 변천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유물을 살펴볼 것이며 
동시에 상세 출토지와 함께 발견된 부속구(附屬具)를 함께 검토하여 
출토 유물이 실제 풍탁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후 풍
탁의 하단 모양, 횡단면, 돌대(突帶)의 유무 등의 차이를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또한 풍탁의 문양을 고찰하기 위해, 
현전 유물이 많아 시대에 따른 변천을 추적하기 용이한 기와의 문양
에 대한 연구 성과를 원용하려 한다.
  4장에서는 앞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풍탁의 양식적 변천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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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3장에서 출토지, 부속구, 양식, 장식문양
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제작 시점의 상한과 하한의 기간이 4세기를 
넘지 않는 탁들을 기준 작품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풍탁의 양
식이 변화하는 경향을 짚어보겠다. 다음으로는 풍탁 양식의 변천이 
지니는 의미를 추정하고, 풍탁이 당시 사회에서 이해된 맥락을 살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경전 자료와 일반 사료 및 앞에서 연구한 결과
를 이용해 불가와 일반에서 풍탁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살펴보고, 
풍탁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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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풍탁의 명칭과 기원 및 설치방식
1. 명칭과 기원
   
  풍탁은 뒤집어진 통형의 몸체, 치게, 바람판을 갖춘 음향 도구이다. 
바람이 불어 바람판이 움직이게 되면 바람판에 연결된 치게가 통형의 
몸체 내부를 타격한다. 몸체와 치게의 마찰로 인해 음이 발생하고 통
형의 몸체에 음파가 연속적으로 반사되면서 소리를 지속시킨다. 풍탁
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의 음향 도구는 현재 다
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도록, 보고서, 학술지 등을 참고하였을 
때, 한자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쓰이는 명칭에는 공통점과 차
이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풍탁(風鐸)’, ‘풍경(風磬)’의 용어
가 주로 사용되며, 아울러 ‘풍령(風鈴)’, ‘방울’, ‘탁(鐸)’ 등의 명칭이 
혼용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풍령’이라는 용어로 많이 표기되며, ‘풍
탁’이라는 명칭도 아울러 쓰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도 한
국 및 중국에서 사용되는 ‘풍탁’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며, ‘탁’
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들 앞에는 재료
를 의미하는 동(銅), 금(金) 등 한자가 붙어 하나의 고유명사로 사용되
기도 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2)

  이 외에도 세간(世間)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앞에 붙
는 다양한 형용사를 제외하고 정리해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풍탁
의 명칭은 크게 ‘탁(鐸)’, ‘영(鈴)’, ‘경(磬)’으로 대별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세 용어 중 풍탁을 가리키던 옛 명칭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양의 『악서』에는 풍탁을 비롯해 금탁(金鐸), 동탁(銅鐸), 목탁(木
鐸), 단탁(單鐸), 고탁(賈鐸), 거탁(車鐸) 등 각종 탁에 대한 설명과 도
해(도 1-6)이 실려 있다. 각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와 그 용도는 다르

2)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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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탁류의 몸체 형태는 대동소이하다. 탁류는 각각 문양이나 하단
의 생김새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반원형 입면(立面)의 몸체를 갖고 
있다. 한편 명문이 있는 국내외의 소수의 유물을 통해서도 당시 어떠
한 형태를 탁이라 불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탁(도 7)은 통형의 몸체와 십자형 치게 및 바람판을 갖
추고 있다. 탁의 명문을 통해 이 유물이 757년에 제작되어 토다이지
(東大寺)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에도 ‘탁(鐸)’으로 불렸음을 확인
할 수 있다.3) 한국의 경우, 양주 회암사지에서 발견된 탁(도 9) 역시 
통형의 몸체와 십자형 치게 및 여의두형(如意頭形) 바람판을 지니고 
있는데, 명문을 통해 이 탁이 1394년 제작되어 회암사 보광전 네 모
퉁이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 또한 ‘금탁(琴鐸)’이라고 
칭해졌음을 알 수 있다.4) 또한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있
는 탁(도 10-11)은 통형의 몸체만이 남아있는데, 그 중 한 점(도 11)
의 명문을 통해 1436년 제작되어 통도사 사리전(대웅전)에서 사용되
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문에 의하면 해당 유물은 당시 ‘풍탁(風鐸)’
으로 제작되고 불렸던 것으로 확인된다.5) 문헌기록과 몇몇 사례를 통
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자료만 고려하여도, ‘탁
(鐸)’은 풍탁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예로부
터 익숙하게 사용되었던 용어로 추정된다.6)

3) 東大寺枚幡鎮鐸 天平勝寶九歳五月二日
京都國立博物館, 『金色(こんじき)のかざり: 金屬工藝にみる日本美: 特別展覧會』
(京都國立博物館, 2003), p. 313.

4) “王師妙嚴尊者朝鮮國王王顯妃世子 天寶山中檜岩寺普光明殿四校角金粧碧彩勝天宮
願縣琴鐸供諸佛亦使微塵諸衆生聞聲皆悟本心佛願我承此妙良緣朝鮮之号傳萬歲于
戈永息國民安畢竟同緣歸覺際-洪武二十七年甲戌六 功德主嘉靖大夫判內侍府事李
得芬施主貞信宅主許妙淨咸陽郡夫人朴妙湛寧順宅主朴氏鉿□城翁主尹氏檢校門下侍
中李崇“

   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檜巖寺3: 5·6단지 발굴조사 보고서』(경기도박물
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p. 426.

5) “正統元年丙辰六月日舍利殿風鐸造 化主□□ 施主 李令公 宋文”
   명문 및 통도사 대웅전 명칭의 변천에 관해서는 韓政鎬, 「通度寺 大雄殿의 諸問

題에 대한 考察: 名稱變化와 基壇의 築造年代를 중심으로」, 『佛敎考古學』
3(2003), pp. 88-92.

6) 王仁裕(880-956), 『開元天寶遺事』卷下, “占風鐸歧王宫中於竹林内懸碎玉片子每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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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허신의 『설문해자』와 진양의 『악서』에서 “탁은 대령(大鈴)이
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7)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비롯
하여, 일부 경전에 ‘영탁(鈴鐸)’을 동시에 언급하여 하나의 사물을 가
리키는 한 용어인 듯 사용한 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록을 참조하
였을 때, ‘영’은 작은 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거나 ‘영’의 범주
에 ‘탁’이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악서』가 수많은 종류의 악기를 다
루고 탁과 대령의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영을 단독의 악기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8) 그러나 경전이 아닌 고려시
대의 다른 일반 사료에서 ‘영탁(鈴鐸)’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으며,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
嚴經)』, 『법원주림(法苑珠林)』 등 일부 경전에서는 ‘탁’과 ‘영’을 다른 
용어로 구분한 사례가 있어 영과 탁의 관계는 다소 불분명하게 보이
기도 한다.9) 이 점에서 ‘영’ 역시 ‘탁’과 혼용되어 풍탁을 가리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풍탁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경(磬)’이다. 『설문
해자』에서는 ‘경’에 대해 “음악을 연주하는 돌로, 기둥에 걸고 막대기

聞玉片子相觸之聲即知有風號為占風鐸.”
   풍탁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기록이다. 풍탁의 생김새, 재질, 사용처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깨진 옥조각이 풍탁의 범주에 포함되었던 것인지, 소
리의 유사성을 이용해 풍탁에 비유한 표현인지 확실치 않다. 『개원천보유사(開元
天寶遺事)』에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설화가 대부분이며, 왕인유의 작품인지조
차 논란이 많다. 이 기록이 풍탁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기는 하나, 풍탁의 실증
적 고찰을 위한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黄永年, 『唐史史料學』(上海書店
出版社, 2002), pp. 171-172.

7) 許愼, 『説文解字』卷14上, “鐸大鈴也.”
   陳暘, 『樂書』卷111 樂圖論　雅部　八音 金之屬下, “金鐸(중략)則鐸大鈴也.”
   陳暘, 『樂書』卷134 樂圖論 俗部 八音 金之屬中, “銅鐸(중략)禮義纂曰鐸大鈴.”

許愼, 『説文解字』(中華書局, 1989), p. 297; 國立國樂院 傳統藝術振興會, 『樂書』
2(銀河出版社, 1989), p. 185; 國立國樂院 傳統藝術振興會, 『樂書』3(銀河出版社, 
1989), p. 30.

8) 『설문해자』의 영을 설명한 글은 영의 재질과 소리에 대한 설명만이 실려 있어 탁
과의 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

   許愼, 『説文解字』卷14上, “鈴令丁也從金從令令亦聲郎丁切.”
許愼, 『説文解字』(中華書局, 1989), p. 296.

9)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의 부록 1, 2 참조.



9

로 때려 苦定(kìng)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10) 또한 
『악서』에는 석경(石磬), 옥경(玉磬), 편경(編磬), 교경(簥磬), 이경(離
磬), 생경(笙磬), 송경(頌磬), 가경(歌磬) 등 경에 대한 해설과 도해(도 
12-17)가 실려 있다. 탁의 경우와 같이 경류에 속하는 악기를 지칭하
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생김새는 서로 동일하다. 경의 몸체는 
‘ㅅ’자형이며 어딘가에 걸 수 있도록 끈이나 고리가 매달려 있어 탁과
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책의 기록은 경이 돌로 제작되고 외
부의 인위적 타격에 의해 소리를 내어 음악을 연주하는 용도로 사용
되며 보통 방형으로 된 것을 가리켰다는 점 등 『설문해자』와 동일한 
설명을 담고 있다.11) 풍탁은 금속으로 제작되고 자연의 힘이 바람판
을 움직여 몸체 내부를 타격하여 소리를 내므로, 경과는 재질, 발성방
식,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2) 따라서 ‘경’이 과거에 
풍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현재에도 한국 
외에 중국, 일본 등지에서 풍탁을 가리키는 용어로 경을 사용하는 예
는 찾기 어렵다.13)

10) 許愼, 『説文解字』卷9下, “磬樂石也從石殸象縣虡之形殳擊之也古者母句氏作磬苦
定切.”
許愼, 『説文解字』(中華書局, 1989), p. 195.

   옛 중국어 문법 중 앞 글자의 자음 부분과 뒷 글자의 모음 부분을 결합하여 발음
하게끔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苦[kǔ]’, ‘定[dìng]’ 역시 그렇게 쓰인 것으로 보았
다. 『설문해자』에서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같은 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
다.

11) 陳暘, 『樂書』卷112 樂圖論　雅部 八音 石之屬上, “磬制(중략)磬師掌教擊磬蓋石
樂之器也聲樂之象也古之爲磬尚象以制器豈貴夫石哉尚聲以盡意而已鐘圓中規磬方
中矩則倨勾一矩有半觸其絃也.”
國立國樂院 傳統藝術振興會, 『樂書』2(銀河出版社, 1989), p. 187.

12) 돌이 아닌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풍우 등 자연적인 타격에 의해 소리를 내는 경우
도 있었다.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27, K.1402, 38:702c, “忽於中夜聞土下鍾聲即迂記
其處剡木為剎三日間忽有寶塔及舍利從地踊出靈塔相狀青色似石而非石高一尺四寸
方七寸五層露盤似西域于闐所造面開窓子四周天鈴中懸銅磬每有鍾聲疑此磬也(중략)
風雨晦朔猶聞鍾磬之聲百姓至今多懷肅敬其迹繁矣.”

13) 경이 민가의 처마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묘사한 고려시대의 시가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형태나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재 이야기되는 풍탁과 같은 것인
지 확실치 않다.

   元天錫(1330-?), 『耘谷行錄』卷3 詩 村舍, “聚沙爲砌席爲門懸磬茅簷晝亦昏邦本旣
殘誰顧念却嗟曾未入桃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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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탁’은 늦어도 8세기부터 풍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에서 현
재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영’은 탁 전체 혹은 작은 탁을 가
리키는 용어로서 ‘탁’과 함께 풍탁을 지칭하는 데 혼용되었을 가능성
이 있으며, 현재는 주로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14) 반면 ‘경’
은 소리를 내는 종류이나 탁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풍탁을 가
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록과 실물 자료를 토대로 
종합하였을 때,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
지의 풍탁은 그 명칭을 ‘탁’과 ‘영’으로 한정할 수 있다.

  탁은 기원전부터 중국에서 군사(軍事)와 관련된 도구로 사용되었다. 
『주례(周禮)』에서는 “사마(司馬)들이 탁을 울리면 전차와 군사들이 진
행한다”고 하였고,15) 『설문해자』에서는 “군법에서 다섯 사람이 한 대
오를 이루고 다섯 대오가 쌍을 이루는데, 사마가 탁을 쥐고 이 소리
에 따라 무리가 헤쳐 모인다”고 하였다.16) 이후 탁의 변천에 관해서
는 악기, 혹은 건물을 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 등 각 
시대 학자들의 다양한 추측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통된 견해는 불
교의 도입 이후에야 앞서 정의한 대로 뒤집어진 통형의 몸체, 치게, 
바람판을 갖추고 탑과 건물 처마에 설치되어 사용된 ‘풍탁’이 본격적
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받았으리라는 점이다.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6(民族文化推進會, 1990), p. 一七八.
14) 일본에서도 처마에 매다는 음향구를 가리킬 때 풍령(風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는 하나, 이는 주로 유리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풍탁과는 그 양식이 다르다. 도
록, 보고서, 학술지 등에서도 풍탁을 가리키는 용어로 풍령을 사용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15) 鄭玄(127-200), 『周禮』卷7, “群司馬振鐸 車徒皆作.”
鄭玄, 『周禮鄭氏注』2(中華書局, 1985), p. 194. 

   『주례(周禮)』의 발견 경위, 제작 시기에 대한 논란, 시대별 해석에 관해서는 이자
와 고이치 저, 「남송기에 있어서 주례학에 대하여: 주자의 『주례』 해석을 중심으
로」, 서민교 역, 『국학연구』16(2010), pp. 322-335.

16) 許愼, 『説文解字』卷14上, “鐸(중략)軍法五人為伍五伍為兩兩司馬執鐸從金睪聲徒
洛切.”
許愼, 『説文解字』(中華書局, 1989),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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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풍탁이 각종 기록과 미술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
은 6세기이다. 양현지는 『낙양가람기』에 영녕사(永寧寺)와 요광사(瑤
光寺)의 탑에 걸린 풍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영녕사] 절 안에 9층 부도 하나가 있어 나무를 얽어 만든 것으로 
높이가 90장(丈)이나 된다. 그 꼭대기에 금찰(刹)이 있어 다시 10장
을 더하여 합하면 지상에서 1천 척의 높이가 된다. 서울에서 1백여 
리 먼 거리에서도 멀리 그것이 보일 정도이다. 당초 이 탑을 세울 
터를 깊은 지하까지 파 내려갔을 때 금제 불상 30구가 나왔다. 태
후는 이것이 불법을 믿을 징조라 여겼다. 이 때문에 그 절을 짓는
데 돈은 예산의 한도를 넘게 되었다. 금찰 위에는 금제 보병(寶甁)
이 있는데, 25석을 담을만한 용량이다. 아래에는 30층의 승로금반
을 두었는데 그 주위는 빙 둘러 금탁을 걸어 늘어뜨리고, 또 쇠사
슬 네 줄을 금찰에서 부도로 향하도록 설치하였다. 네 모서리의 쇠
사슬에도 금탁이 있으며 탁의 크기는 한 석 용량의 항아리와 같다. 
부도는 9층으로 각 층의 모서리에 모두 금탁을 매달았다. 금탁을 
합하면 위아래 모두 1백 2십 개이다. 부도는 네 면이 있으며, 각 면
마다 3개의 문과 6개의 창이 있다. 문은 모두 주칠이 되어있다. 문
짝은 다섯줄씩 황금 못을 박았으며 모두 합하면 5천 4백 개의 못이 
사용되었으며, 또 금고리 장식을 위쪽에 설치하였다. 토목에 공력을 
다하였고, 조형의 공교함은 끝이 없다. 불사의 정묘함은 불가사의할 
정도이다. 수를 놓은 것 같은 기둥과 금제 장식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한다.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불면 긴 밤 보탁이 함께 소
리내어 아름다운 소리가 10여 리 떨어진 곳에까지 들린다.

[요광사] 5층 부도가 하나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50장이다. 
선장(仙掌)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탁을 구름 끝에 매달고 있다. 작
품의 신묘함과 아름다움은 영녕사와 동등하다.17)

17) 楊衒之, 『洛陽伽藍記』卷1, “永寧寺(중략)中有九層浮圖一所架木為之舉高九十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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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들을 통해 영녕사 탑의 금반(金盤), 금반과 찰(剎)을 연결한 쇠
사슬, 각 층의 모서리에 120여 개에 달하는 탁(金鐸/寶鐸)이 매달려 
있었으며, 바람이 불면 10여 리 바깥까지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요광사 탑에도 탁이 높이 매달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녕사는 516년에 지어져 534년에 화재로 사라졌다. 요광사 탑
은 영녕사보다 앞서 북위의 선무제(宣武帝, 재위 500-515) 때 지어졌
다. 현전하는 유물 가운데 미국 프리어갤러리에 소장되어있는 중국 
남향당산석굴(南響堂山石窟) 제2굴의 아미타정토도(阿彌陀淨土圖) 석
편(도 18, 19)에서 풍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북제(550-577) 때 
제작된 이 석편에는 높이 솟은 누각의 처마 양 끝에 풍탁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반원형의 몸체와 타원형의 바람판을 지
닌 형태와 불전(佛殿)이라는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주
(557-580) 시기에 그려진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제428굴 주실
(主室) 서벽의 벽화에 탑에 연결되어 있는 풍탁(도20, 21)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비록 몸체밖에 묘사되지 않았지만, 『낙양가람기』에 묘사된 
영녕사 탑의 풍탁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과 유
사한 모습은 비록 시기는 내려가나 한국의 작례에서도 확인된다. <백
지 묵 서 대 방 광 불 화 엄 경 변 상 도 ( 白 紙 墨 書 大 方 廣 佛 華 嚴 經 變 相
圖)>(754-755년)에 묘사된 풍탁(도 22, 23)은 비록 바람판을 추가로 
갖추고 있으나 몸체 상하에 단을 두고, 중간에 반원형의 단을 둔 점
은 428굴의 풍탁과 양식상 매우 유사하다. 이를 통해 늦어도 6세기 
초에는 중국에서 풍탁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에

有剎復高十丈合去地一千尺去京師百里已遙見之初掘基至黃泉下得金像三千軀太后
以為信法之徵是以營建過度也剎上有金寶瓶容二十五石寶瓶下有承露金盤三十重周
匝皆垂金鐸復有鐵鎖四道引剎向浮圖四角鎖上亦有金鐸鐸大小如一石甕子浮圖有九
級角角皆懸金鐸合上下有一百二十鐸浮圖有四面面有三戶六窗戶皆朱漆扉上有五行
金釘合有五千四百枚復有金環鋪首布殫土木之功窮造形之巧佛事精妙不可思議繡柱
金鋪駭人心目至於高風永夜寶鐸和鳴鏗鏘之聲聞及十餘里,”“瑤光寺(중략)有五層浮圖
一所去地五十丈仙掌凌虛鐸垂雲表作工之妙埒美永寧,” 밑줄은 필자. 번역은 양현
지, 임동석 역, 『낙양가람기』(동서문화사, 2009), pp. 85-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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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항을 주었을 가능성도 크다.
  한국에서 풍탁이 등장한 시점은 7세기 전후이다. 익산 미륵사지에
서 출토된 금동풍탁은 미륵사의 창건시기와 당좌(撞座) 문양, 출토 위
치를 고려하였을 때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국내 최고(最古)의 풍탁으
로 추정된다.18) 능산리사지의 공방지에서 출토된 바람판(도 24-26)은 
비록 풍탁의 몸체는 전해지지 않으나 당시에 풍탁이 존재했으며 실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19) 또한 공방지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당시 
국내에서 풍탁을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20) 능산리 절은 
출토 유물과 명문(銘文) 및 전적(典籍)의 기록을 종합하면 비록 연구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중·후반까
지 존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21) 따라서 바람판이 제작된 시기도 7세
기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경주 감은사지(感恩寺址) 동(東)삼
층석탑에서 사리장엄과 함께 출토된 풍탁(도 28)은 몸체의 외부를 누
금(鏤金)기법으로 장식하고 바람판을 갖추고 있어, 7세기 후반에 풍탁
을 장엄구(莊嚴具)로 인식하고 실제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들 사례를 종합해 보았을 때, 늦어도 7세기에는 한국에서 풍탁이 실
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리를 내는 도구인 탁의 개념과 기형은 불교 도입 이전부터 중국
에서 실물과 문헌으로 전해져온다. 그러나 탁 중에서도 풍탁은 불교
와 강한 관련성을 지닌다. 초기의 풍탁이 절에서 출토될 뿐 아니라 
기록 및 기타 작품 속에 등장한 경우가 모두 불교와 관련된 점은 풍

18)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의 제3장 참조.
19) 본 논문에서는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바람판(추정) 중 완형에 가까운 3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 능산리사지의 공방지에서 출토된 금속 유물들은 상태를 볼 때, 상당수가 녹여서 

재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바람판 역시 공방지에서 제
작한 것이 아니라 녹여 재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것일 수 있다. 녹여서 재사용한다
는 의미는 그 물건을 만들거나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형의 바
람판을 볼 때 그 당시 이미 풍탁의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1)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중흥을 꿈꾸다: 능산리사지』(국립부여박물관, 2010), pp.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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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이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생성,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풍
탁의 출토지와 재현이 대부분 불교와 관련되는 경향은 현재까지도 계
속되고 있다. 이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용도, 용처
(用處), 종교적 의의 등이 덧붙으면서 풍탁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낙양가람기』에 적혀있는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탑 안의 물건은 모두 금과 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여 그 모습을 표
현해낼 길이 없다. 태양이 떠올라 하루가 시작되면 금반이 환하게 
빛을 내고, 미풍이 점차 불면 보탁(寶鐸)이 함께 소리를 낸다. 서역
의 부도(浮圖) 중에 제일이다. (…)혜생(惠生)은 곧 노자의 일부를 
덜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공인을 선택하여 동으로 작리부도(雀離浮
屠) 하나와 석가 사탑의 모형을 제작하게 하였다.22)

인도의 카니슈카대탑(雀離浮圖)을 묘사한 이 글에서 미풍이 불면 탑의 
보탁(寶鐸)이 소리를 낸다는 언급과 혜생(惠生, 6세기 전반 활동)이 
동으로 카니슈카대탑의 모형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혜생은 
518년 서역으로 떠난 후 521년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북위(北魏)의 
승려이다. 탑에 매달려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내는 탁이므로 보탁이라
는 용어가 본 논문에서 정의된 풍탁을 가리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당시 중국에서 서역 최고의 탑이라고 일컬어진 카니슈카대탑
에 풍탁이 매달려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혜생이 동제 모형을 만들 정도로 카니슈카대탑의 모습을 상
세히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탑의 모형에 풍탁을 재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동아시아에서 풍탁을 최초로 인식하고 제작

22) 楊衒之, 『洛陽伽藍記』卷5, “塔內物事悉是金玉千變萬化難得而稱旭日始開則金盤
晃朗微風漸發則寶鐸和鳴西域浮圖最為第一(중략)惠生遂減割行資妙簡良匠以銅摹寫
雀離浮屠儀一軀及釋迦四塔變,” 밑줄은 필자. 번역은 양현지, 임동석 역, 『낙양가
람기』(동서문화사, 2009), pp. 512-513; pp. 515-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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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는 6세기경, 한국에서는 7세기경에 풍탁을 탑과 건물 처마 등에 달아 
장엄구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의 풍탁에 관한 기록과 
재현이 불교와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인도 카니슈카대탑의 탁과 
모형에 대한 혜생의 기록을 살펴 볼 때, 풍탁은 중국이 인도에서 불
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생
성,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23)

2. 풍탁 관련 기록과 설치방식

  풍탁의 사용처는 다양한 문헌기록과 실물자료의 검토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24) 본 논문에서는 일반사료와 경전에 나오는 풍탁 관련 
언급과, 불화·변상, 경상, 사리장엄, 청동탑, 탑상문전, 경갑, 조상(彫
像) 등에 재현된 풍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은 글에 언급된 

23) 일본의 경우 686년에 제작된 하세데라(長谷寺) 소장 <동판법화설상도(銅板法華說
相圖)> 에 탑 처마에 매달린 풍탁(도 29, 30)의 모습이 등장한다. 실물로는 쇼소
인(正倉院) 난소(南倉)에 소장된 <금동진탁(金銅鎮鐸)> 2점이 주목된다. 1점은 
757년에 제작되어 토다이지에서 사용된 것(도 7)이며, 1점은 8세기에 제작된 것
(도 31)이다. 이 중 8세기에 제작된 탁은 사다리꼴의 입면, 외곽과 입면에 십자형
의 돌대(突帶)가 있는 점, 전체적으로 박쥐모양을 하고 있는 바람판, 전체적인 비
례 등 <동판법화설상도(銅板法華說相圖)>에 표현된 풍탁과 유사한 점이 많아 비슷
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각 유곽(乳廓)에 9개의 유(乳)가 있는 점
이 주목된다. 카시와쿠라 료키치(柏倉亮吉)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9개의 유를 
갖고 있는 일본 초기의 풍탁들이 한국 종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중국 고대 종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다. 즉, 9개의 유는 풍탁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며, 한
반도의 초기 풍탁 양식과 한·중·일 삼국의 풍탁 등장 시기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柏倉亮吉, 『雪野寺阯發掘調査報告』(日本古文化硏究所, 1937), pp. 
45-46.

24) 실제 풍탁의 출토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풍탁이 재현된 2차 자료를 이용한 이
유는 분석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풍탁 유물로 전하는 것들은 2
차 자료에 비해 실제 사용한 위치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용도가 분명 풍탁이라고 
확신할만한 준거 자료가 적다. 2차 자료를 이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대체로 사역
(寺域)에서 발굴된 풍탁의 특성 상 출토지만으로는 절 외의 기타 구역에서 풍탁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차 자료를 정리해 도출한 결
과 풍탁의 사용처 역시 풍탁의 실제 출토지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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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이나 ‘영’이 풍탁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골랐으며, 실물자료는 
풍탁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뚜렷이 표현된 것을 연구대상
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연구에서 살펴본 불교 경전은 고려인이 접했
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만으로 하였다. 기록과 유물을 집계한 결과 분
류된 풍탁의 사용처는 절과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절은 탑, 전
각, 기타로 나누되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일반으로 두었다. 기타 
사용처는 궁전, 세속(혹은 세속의 모습이 반영된 이상향), 미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의 시대는 본 논문이 살펴
보고자 한 고려시대 및 그 이전 시기의 것에 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표 1> 풍탁의 사용처 및 동반 장식

분류 위치
(대)

자료
종류

작품명 작가 시대 위치
(중)

위치
(소)

동반 
장식

명칭

절 탑

사료

『稼亭先生文集』卷16 李穀(1298-1351) 14세기 전반 靑蓮宇
(청련사)

塔 鈴

『東國李相國全集』卷17
李奎報
(1168-1241)

12-13세기 - 塔 鈴

『牧隱詩藁』卷26 李穡(1328-1396) 14세기 山臺巖 雙塔 風鈴
『牧隱詩藁』卷21 李穡(1328-1396) 14세기 - - 風鈴

『牧隱詩藁』卷13 李穡(1328-1396) 14세기 - 塔廟 風鈴

『洛陽伽藍記』卷1
楊衒之
(6세기전반 활동)

6세기 전반 永寧寺
塔(承露金盤
周匝, 
四角鎖上, 皆)

金鐸/
寶鐸

『洛陽伽藍記』卷5
楊衒之
(6세기전반 활동)

6세기 초 瑤光寺 塔 鐸

경전

『大唐西域記』卷2
玄奘(?-664),
辯機(?-652)

7세기 - 塔 鈴鐸

『法苑珠林』卷38 道世(?-683) 7세기 중반 雀離浮圖 塔 寶鐸
『法苑珠林』卷38 道世(?-683) 7세기 중반 - 塔 金鈴
『法苑珠林』卷61 道世(?-683) 7세기 중반 - 塔/浮圖 鈴

『妙法蓮華經』卷1
(新羅法華經石片 2石)

鳩摩羅什
(344-413) 역

8세기 - 塔
幢幡,　
珠交
露幔

寶鈴

『妙法蓮華經』卷5
(新羅法華經石片 22石)

鳩摩羅什
(344-413) 역

8세기 - 塔 幡蓋 寶鈴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卷27

守其(?-?) 13세기 - 靈塔四周 銅磬 天鈴

『無垢淨光大陁羅尼經』卷1 弥陁山 704(한역)25) - 塔 鈴鐸

경상

[도 32] 
청동용두당간칠층탑문판

- 고려 - 탑 처마 -

[도 33] 동제선각비로자나삼
존불원형경상

- 14세기 - 탑 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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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
변상

[도 34] 보협인다라니경6-2 
변상도

- 13세기 - 탑 처마 -

[도 35] 탑인 - 통일신라 - 탑 처마 -
[도 36] 보협인다라니경 
변상도

- 1007 - 탑 처마 -

[도 37] 묘법연화경 권7 
9층탑

- 1332 - 탑 처마 -

사리
장엄

[도 38, 39] 금동사리외함 - 682 - 탑 처마 -
[도 27, 28]
사리내함, 사리기 금제풍탁

- 682 -
보장형사리
장엄

-

[도 40] 금동방형사리합 - 통일신라 - 탑 처마 -
[도 41] 금동사리기 - 고려 - 탑 처마 -
[도 42] 사리기 일괄 - 10세기 - 탑 처마 -

청동
탑

[도 43, 44] 금동보탑 - 고려 - 탑 처마 -
[도 45, 46] 금동대탑 - 10-11세기 - 탑 처마 -
[도 47, 48] 금동소탑 - 10세기 - 탑 처마 -
[도 49, 50] 청동삼층소탑 - 8세기 초 - 탑 처마 -
[도 51, 52] 금제구층탑 - 14세기 - 탑 처마 -

탑상
문전

[도 53, 54] 
연기법송탑상문전

- 통일신라 - 탑 처마 -

[도 55] 탑상문전 - 통일신라 - 탑 처마 -
[도 56] 불상문전 - 8세기 - 탑 처마 -
[도 57] 탑상문전 - 통일신라 - 탑 처마 -
[도 58] 탑상문전 - 통일신라 - 탑 처마 -

기타
[도 59] 구층마애탑 - 9세기 - 탑 처마 -

[도 60] 경갑 -
13세기 전반
/14세기 전반

- 탑 처마 -

전각

사료
『稼亭先生文集』卷20 李穀(1298-1351) 14세기 전반 金山寺 宮(절)簷牙 鐸
『西河先生集』卷2 林椿(12세기) 12세기 후반 龍興寺 古殿 風鐸

경전 『大唐西域記』卷8
玄奘(?-664),
辯機(?-652)

7세기 - 精舍 鈴鐸

불화
변상

[도 61-64] 대방광불화엄경 
권 72, 73 변상도

- 1291 - 전각 처마 -

[도 65, 66] 관경서품변상도 - 13세기 말 - 전각 처마 -
[도 67-69] 
관경십육관변상도

-
13세기 말
-14세기 초

- 전각 처마 -

[도 70-73] 
관경십육관변상도

- 13세기 말 - 전각 처마 -

[도 22, 23] 백지묵서대방광
불화엄경 변상도

- 754-755 - 전각 처마 -

[도 74, 75] 관경변상도 薛冲, 李□ 1323 - 전각 처마 -

일반 사료

『耘谷行錄』卷3 元天錫(1330-?) 14세기 후반 上院寺 - 風鈴

『東國李相國全集』卷10
李奎報
(1168-1241)

12-13세기 萬善寺 - 鐸

『東國李相國全集』附錄
李奎報
(1168-1241)

12-13세기 普賢寺 - 鐸

『東文選』卷17
鄭思道
(1318-1379)

14세기 遊東巖 - 鐸

『東文選』卷13 惠文(?-1234) 12-13세기 普賢院 - 釋26)

『孤雲先生文集』卷3 崔致遠(857-?) 9세기 大崇福寺 - 金鈴

기타
사료 인양사비 - 803 仁陽寺 佛門 四角 鐸

경전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卷2

善無畏(637-735), 
一行(683-727)

8세기 전반 - 繒憣27)蓋 門標 鈴鐸

기타

궁전 경전 『御製秘藏詮』卷21
北宋 太宗
(재위976-997)

10세기 후반 - 宮 寶鐸

세속
/

이상향
경전

『大般若波羅蜜多經』卷398, 
卷399

玄奘(?-664) 역 7세기(한역) 妙香城
城垣, 樓閣, 
寶樹

金網, 
寶繩

金鈴, 
寶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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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 및 시각자료로 전해지는 풍탁의 
80% 이상이 절과 관련된 것이었다. 절 외에 기타 위치의 경우에도 
불교와 연관된 기록이 대다수이다.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 권21에
는 석가모니가 출가 전 태어났던 궁전에서 바람에 울리는 보탁 소리
를 들었다는 언급이 있다.28) 궁전에 실재한 풍탁일 수도 있지만, 석가
모니가 태어난 지 4일 만에 등장한 신이(神異)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若波羅蜜多經)』 권398과 권399에는 묘
향성(妙香城)을 묘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묘향성의 담장, 누각, 나무
(寶樹)에는 황금 그물이 덮여있고 보배 끈이 연결되어있으며, 그물과 
끈에 걸린 금령(金鈴)과 보탁은 바람이 불면 우아한 소리를 낸다. 선
재동자(善財童子)에게 묘사된 이 곳은 사람들이 실제 사는 성이라기보
다는 이상향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권15에는 다라수(多羅樹)에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
를 내는 보령(寶鈴), 권28의 성읍 안팎의 그물에 매달려 바람이 불면 
법음을 발하는 보령, 권37의 누각에서 바람이 불면 사랑스러운 소리
로 법음을 발하는 보탁과 보령,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
大藏校正別錄)』 卷3에 보이는 다라수에 그물과 함께 매달려 바람이 
불면 오묘한 소리를 내는 영탁(鈴鐸)이 위치한 장소는 모두 실재하는 

25) 金聖洙, 「「無垢淨光大陁羅尼經」의 刊行事項 考證에 의한 韓國 印刷文化의 起源
年代 硏究」, 『서지학연구』19(2000).

26) 鐸의 오기로 보인다.
27) 幡의 오기로 보인다.
28) 사료의 원문은 모두 부록 1, 2 참조.

『大方廣佛華嚴經』卷15 般若(?-?) 역 11세기(한역) - 寶多羅樹 網 寶鈴
『大方廣佛華嚴經』卷28 般若(?-?) 역 11세기(한역) - 城邑 網 寶鈴

『大方廣佛華嚴經』卷37 般若(?-?) 역 11세기(한역) - 樓閣(寶網)
寶網, 
樂器

寶鐸, 
寶鈴, 
鈴鐸

『菩提場所說一字頂輪王經』
卷1

不空(705-774) 역 8세기 중반 - 寶帳 鈴鐸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卷3

守其(?-?) 13세기 - 多羅樹 寶, 網 鈴鐸

미상 사료
『東文選』卷15/『益齋亂稿』
卷1

李齊賢
(1287-1367)

14세기 포구근처 - 風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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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라기보다 불교적 이상향에 가까운 곳이다. 『보리장소설일자정륜
왕경(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 권1에서는 삼천대천세계가 영탁이 달
린 보배 장막으로 덮여졌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 역시 불교적 신이를 
묘사한 것이다. 절 외의 기타 장소 중 불교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뿐이다. 『동문선(東文選)』 권15와 『익재난고(益齋亂稿)』 권1에는 
동일한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시가 실려 있는데, 포구 근처에
서 시적 자아가 어디에서부터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풍탁소리를 듣
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이 시에서 풍탁이 설치된 장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절 외의 기타 장소로 분류해놓은 풍탁들은 실재하는 
세속이 아닌, 불교 경전에서 신이, 이상향과 관련되어 등장하고 있으
며, 궁이나 일반 사람들의 생활 구역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어렴풋
하게나마 보여줄 뿐이다.
  풍탁이 설치된 구체적인 장소 중 가장 많은 곳은 탑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탑상문전, 청동탑, 사리장엄 등이 포함된 
탓일 수 있지만 자료를 경전으로만 한정해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는 장소는 탑이다. 이는 풍탁이 설치된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탑이었
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낙양가람기』에는 탑에 매달린 탁이 설치
된 구체적인 위치가 나온다. 영녕사 탑의 금반(金盤) 주위, 금반과 찰
(剎)을 연결한 쇠사슬, 각 층의 모서리에 120여개에 달하는 탁(金鐸/
寶鐸)이 매달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9) 돈황 벽화와 실물자료에
서 등장하는 탑의 풍탁들 및 현존하는 탑의 풍탁들도 묘사된 것과 같
은 위치에 걸려 있다. 즉, 풍탁이 등장한 시기의 설치 위치가 하나의 
전형으로서 정해져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풍탁은 탑 외의 절 내 전각에서도 사용되었다. 『가정선생문집(稼亭
先生文集)』 권20에는 시적인 표현으로 절 내부의 전각을 ‘궁(宮)’이라 
칭하였으나 건물 처마에 매달린 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대당서
역기』 권8에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정사(精舍)에도 영탁이 매
달려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기록 뿐 아니라 각종 불화·변상에서도 전

29) 각주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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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처마에 매달린 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사찰 건물 처마에 풍탁을 다는 일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30)

  풍탁이 절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술
한 경전 자료에서는 절과는 다른 기타 장소들, 즉 궁과 세속의 성(담
장, 누각, 나무, 장막)에 위치한 풍탁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장소들은 
현실에 존재한다기보다는 불교적 신이와 이상향에 대한 기록의 일부
이다. 이 글을 접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절이 아닌 다른 곳에 풍탁
을 걸 수 있다는 개념을 인지할 수는 있었겠으나 실제로 풍탁을 그렇
게 설치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절 외의 건축물에서 풍탁을 사
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실물자료 또한 존
재한다. 남송 때 제작된 <퇴흑누각인물문대합자(堆黑樓閣人物文大合
子)>(도 78, 79)와 <퇴흑누각인물문향로대(堆黑樓閣人物文香爐臺)>(도 
80, 81)에는 누각 처마에 달린 풍탁이 등장한다. 각각 관리와 신선이 
등장하는 이 유물들에서 누각은 불전(佛殿)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
고 있지 않다. 후대 자료이지만 청말(淸末)에 제작된 <소람정자장식
(燒藍亭橋擺件)>(도 82, 83)은 정자의 처마 끝에 달린 종형 풍탁을 비
교적 자세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들 문헌과 중국의 실물자료는 절 외
의 기타 장소에서도 풍탁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헌과 실물자료에서는 풍탁의 사용처뿐만 아니라 설치방식에 관하
여 몇 가지 해석의 여지를 간취할 수 있다. 우선 탑이나 건물을 장엄
할 때 풍탁과 함께 그물이나 번(幡) 등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
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新羅法華經石片 第2石)과 권5(新羅
法華經石片 第22石),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
加持經)』 권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398과 권399, 『대방광불화엄경』 
권15와 권28 및 권37, 『보리장소설일자정륜왕경(菩提場所說一字頂輪
王經)』 권1,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권3 등의 경전에서 관련 기록

30) 중국에서는 경당(經幢)에도 풍탁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961년에 후촉(後蜀)에
서 제작된 <경당부조(經幢浮彫)>(도 76, 77)에는 각 층의 처마 끝, 그리고 찰(刹)
과 처마를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풍탁이 등장한다. 이 풍탁은 원통형의 몸체와 바
람판을 갖춘 것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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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설치 위치는 탑, 담장, 누각, 나무(寶樹), 성읍 곳
곳이며, 함께 설치된 것이 확실한 장엄은 당번(幢幡), 번개(幡蓋), 비
단 번개(繒憣31)蓋), 진주로 된 교로만(珠交露幔), 그물(網), 황금 그물
(金網), 보배 끈(寶繩)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은 이상향 혹은 
신이를 묘사하거나, 장엄의 방법을 설명할 때 등장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증명을 위해서는 실재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757년에 제작된 
일본의 <금동진탁(金銅鎭鐸)>(도 7)은 명문(도 8, 각주 3)을 통해 토다
이지에서 번(幡)과 함께 사용되었던 탁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일본의 
유물이지만 경전 기록을 증명하는 실물자료이기 때문에 과거에 탑 혹
은 건물을 장엄할 때 풍탁과 함께 섬유 혹은 보석으로 된 그물이나 
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풍탁을 목조 건축물에 설치한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추녀마루, 즉 지붕 위에 설치한 방식을 거론
할 수 있다. 중국의 <퇴흑누각인물문향로대>(도 80, 81)에 표현된 것
처럼 지붕 끝에 고리 등을 이용해 풍탁을 별 다른 장식 없이 다는 방
식도 있었다. 그러나 추녀마루에 풍탁을 설치하는 대부분의 경우, 용
두를 비롯한 서수(瑞獸)가 풍탁을 물고 있는 형태로 연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불화로는 오타카지(大高寺) 소장의 <관경십육관변
상도(觀經十六観變相圖)>(도 67-69), 사이후쿠지(西福寺) 소장의 <관
경십육관변상도>(도 70-73)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슷한 
모습이 초코지(長香寺) 소장의 일본 불화 <관경십육관변상도>(도 84, 
85), 중국 불화 <영산변상도(靈山變相圖)>(도 86, 87)에서 등장한다. 
당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에서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풍탁을 설치했
을 가능성이 높다. 후대 자료이지만 청대의 <소람정자장식>(도 82, 
83)과 <칠층누각식금불탑(七級樓閣式金佛塔)>(도 88, 89)에서는 용두
가 풍탁을 물고 있는 모습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풍탁의 설
치방식이 전통적인 형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지붕 아래 추녀, 즉 서까래에 설치한 방식이 있다. <동

31) 幡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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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선각비로자나삼존불원형경상(銅製線刻毘盧遮那三尊佛圓形鏡像)>(도 
33), <대방광불화엄경 권 72, 73 변상도>(도 61-64), 치온인(知恩院) 
소장의 <관경변상도>(도 74, 75), <금동대탑>(도 45, 46), <경갑(經
匣)>(도 60)에서 목조건축물의 지붕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풍탁을 비
교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관경서품변상도(觀經序品變相圖)>(도 
65, 66)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서까래 끝을 금속으로 마감한 후 풍탁
을 단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14년에 남송에서 제작된 
<은지궁전(銀地宮殿)>(도 90, 91)에서는 서까래에 설치된 용두가 풍탁 
고리를 물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도 92-94)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도 95-97)에 소
장되어있는 용두 장식과 풍탁 일괄은 <관경서품변상도>(도 65, 66)와 
<은지궁전>(도 90, 91)의 풍탁 설치방식을 증명하는 실물 자료일 가
능성이 높다. 3장에서 재차 언급하겠으나, 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은 양식적으로 거의 동일하고 용두 장식과 풍탁이 함께 전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었던 일괄품이었음이 확실해 보인다. 두 
용두 장식은 목 부분이 사각통형(四角筒形)으로 내부가 비어있으며 귀 
아래 동일한 위치에 구멍이 같은 수만큼 뚫려있어 추녀 끝에 설치되
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를 하고 있다. 풍탁의 설치방식이 묘사된 자료
와 현전하는 풍탁과 용두 장식의 특징을 고려하면 당시 추녀 끝에 용
두 장식을 리벳(rivet)으로 고정하고 용두가 입에 물고 있는 고리에 
풍탁을 연결해 설치하는 방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자 신성한 존재로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사용되어왔다. 용 문양은 중국 산서성(山西省)에서 출토된 6천년 전의 
그릇에 이미 등장하였으며, 전국시대의 기와에서 보이듯 이미 기원전
부터 건축 장식에 이용되었다.32) 추녀 끝을 용 등의 서수의 모양으로 
마무리한 방식인 투수(套獸)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건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풍탁과 함께 설치된 경우는 대부분 불교 건축물이

32) Lou Qingxi, Traditional Architectural Culture of China, trans. Su 
Guang(Beijing: China Travel and Tourism Press, 2008), pp. 53-55.



23

다. 투수와 풍탁이 별개로 설치된 경우도 있으나 투수의 용이 풍탁을 
입에 물고 있는 실례도 존재한다. 928년에 건축되었으나 번개를 맞아 
전소된 후 1049년에 재건된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의 우국사
탑(佑國寺塔)33)(도 98)에는 추녀에 설치된 용두가 풍탁을 매단 긴 봉
(棒)을 물고 있는 모습(도 99)을 확인할 수 있다. 중수(重修)와 부속 
교체가 잦은 건축물과 풍탁의 특성상 이 투수와 풍탁이 언제 설치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용두와 풍탁이 결합되어 실제 건축
물에 설치되었다는 사실과 그 조합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문헌과 실물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풍탁이 주로 설치된 장소는 
절, 그 중에서도 탑이었다. 탑 이외에도 절의 전각, 불문(佛門) 등에 
설치되었으며, 절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뒷받침하는 증거는 현재 
찾기 어렵다. 풍탁은 탑 혹은 건물의 장엄 시 섬유 혹은 보석으로 된 
그물이나 번과 함께 설치되기도 했다. 또한 목조 건축물에 설치할 경
우에는 추녀마루나 추녀에 별다른 장식 없이 혹은 풍탁을 입에 문 서
수 장식과 함께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4)

33) 목탑이나 갈색의 색유리로 장식된 탓에 철탑처럼 보여 속칭 우국사 철탑(鐵塔)이
라고도 불린다.

34) 목조와 달리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는 석조의 특성상 현존하는 석탑에 남은 흔
적을 토대로 풍탁을 석탑에 설치한 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 2007년 전라도에 위
치한 석탑을 대상으로 남은 흔적을 통해 풍탁이 설치된 방식을 추정한 연구가 발
표된 바 있다. 옥개석 모서리의 위아래를 관통한 구멍이 있는 것을 천공형(穿孔
形) 풍탁공(風鐸孔), 별도의 연결구를 삽입해 장식을 걸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은 것
을 삽입형(揷入形) 풍탁공으로 분류하였다. 직경이 다소 넓기는 하나 천공형 풍탁
공에도 연결구를 사용하여 걸 수 있고, 연구자들도 지적하였듯이 옥개석의 구멍들
이 주로 풍탁공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장식을 장엄한 구멍으로 사
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들의 옥개석 모서리에 
뚫린 구멍들을 정리해 보았을 때, 크게 옥개석 윗면과 아랫면의 구멍을 이용해 풍
탁을 다는 방식과 옥개석 측면의 구멍을 이용해 풍탁을 다는 방식이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전자는 개성 불일사(佛日寺)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소탑>(도 47, 
48)에서, 후자는 경주 나원리(羅原里)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청동삼층소탑>(도 49, 
50)에서 연결 방식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풍탁과 석탑의 연결방식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은경·한주성·남창근, 「전라도 석탑의 세부 기법 고찰: 
옥개석 물끊기 홈과 풍탁공을 중심으로」, 『월간문화재』40(2007), pp. 288-296; 
이영선, 「高麗時代 風鐸 硏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p.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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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풍탁의 종류와 특징
1. 유물과 유적

  현전하는 탁을 출토품과 전세품으로 나눠 높이, 하단(下端), 입면(立
面), 평면(平面)의 모양, 돌대(突帶)의 유무 등 각 유물의 양식을 구분
할 수 있는 기준과 출토지를 <표 2>와 <표 3>으로 정리하였다. 출토
지와 부속구를 통해 해당 탁이 풍탁일 가능성을 3단계(O, △, ?)로 나
눠 검토하였고, 출토지의 존속연간과 양식를 바탕으로 각 풍탁의 제
작시기를 재고하였다. 대상은 삼국에서 고려시대까지 제작된 풍탁으
로 분류되고 있으며, 완형에 가까워 전체 형태를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였다.35)

<표 2> 현전하는 탁(출토품)

35) 제3장과 제4.1장에서는 풍탁일 가능성이 있는 탁류(鐸類)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폭을 넓혔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풍탁이라 불리는 유물들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탁류 내에서의 양식적 공통성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풍탁임이 분명한 유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표본 수가 너무 적어 논지 전개에 있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표본 수를 확대해 양식을 분류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고 시대의 변천
을 추정하는 데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도판
번호

점 身高
(cm)

입면 평면 하단 돌대 출토지 출토위치
풍탁일 
가능성

시대(추정)

100-
118

19
14.8
-17.1

사 다
리꼴

원형
연 호
형

× 창녕 말흘리 구덩이(철 솥 밖) O 통일신라 말36)

119 1 4.8
사 다
리꼴

행 인
형

연 호
형

×
창녕
술정리사지

서삼층석탑 
중앙면석 아래

?
7세기 중반
-9세기 중반
(8세기 후반)37)

120 1 12.0
사 다
리꼴

행 인
형

연 호
형

×
경주
감은사지

금당지 ?
682-14세기 
중반38)

121 1 5.1
사 다
리꼴

행 인
형

연 호
형

× 경주 도로유적 ?
6세기 후반
-13세기 중반

122 1 14.0
사 다
리꼴

행 인
형

연 호
형

O
익산
미륵사지

동탑(석탑) 기단 
남서쪽 모서리 
2미터 지점

△ 7세기 전반

123 1 8.8
사 다
리꼴

행 인
형

연 호
형

O 강릉 보현사
건물지 배수로 
끝단(일괄을 
인위적으로 매립)

O 10세기경

124 1 27.8
사 다
리꼴

행 인
형

연 호
형

O
경주
감은사지

서회랑지 
내부(반자와 
인위적 매립)

?
11세기후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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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 25.5
사 다
리꼴

행 인
형

연 호
형

O
단양
중방리사지

목탑지 부근 O
11세기 초
-조선 초39)

127, 
128

240)
4.9
-5.3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
양양
선림원지

(전) 삼층석탑 
부근

△
9세기 초
-10세기 초41)

129-
138

10
3.9
-4.2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 강릉 보현사
건물지 배수로 
끝단(일괄을 
인위적으로 매립)

O 10세기경

139 1 5.5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
청주 사직동
(사뇌사지)

구덩이(일괄을 
인위적으로 매립)

△
통일신라 말
-14세기42)

140 1 6.1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
서산
보원사지

담장지 △ 고려 중·후반43)

141 1 6.7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
영덕
묘장사지

건물지 ?
통일신라
-19세기 말44)

142 1 9.2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 경주 - ? -

143 1 5.1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 홍천 - ? -

144 1 現24.0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경주
황룡사지

목탑지 남서편 
계단지 부근

△ 11세기

145 1 22.8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거창
천덕사지

강당지 O 12-13세기

150 1 12.0
삼 각
형

사 각
형

연 호
형

O
경주
황룡사지

금당지 북동편 
계단지 부근

△ 645-1238

151 1 現2.4 -
사 각
형

연 호
형

O
경주
황룡사지

금당지 부근
풍탁
형

장식
645-1238

152-
154

3
5.5-7.
1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청주 사직동
(사뇌사지)

구덩이(일괄을 
인위적으로 매립)

△
통일신라 말
-14세기

155 1 10.1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청주 사직동
(사뇌사지)

구덩이(일괄을 
인위적으로 매립)

△
통일신라 말
-14세기

156 3
10.4
-11.3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청주 사직동
(사뇌사지)

구덩이(일괄을 
인위적으로 매립)

△
통일신라 말
-14세기

157 1 6.0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청주 사직동
(사뇌사지)

구덩이(일괄을 
인위적으로 매립)

△
통일신라 말
-14세기

158 1 18.9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안성
장능리사지

건물지 ?
10세기 중반
-13세기 초

159 1 23.0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강진
월남사지

기와 구조물 내부 O 12세기-172245)

161 1 6.8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김천 직지사 - ? 12세기-현대46)

162 1 14.5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경산 압량면 - ? -

163 1 9.7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파주 선유리 - ? -

165 1 6.3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경주 성동동 - ? -

166 1 6.1
사 다
리꼴

사 각
형

연 호
형

O 개성 - ? -

167, 
168

2 3.5
반 원
형

사 각
형

연 호
형

×
충주
숭선사지

금당지 O 954-18세기47)

169 1 8.5
반 원
형

-
연 호
형

×
청주 사직동
(사뇌사지)

구덩이(일괄을 
인위적으로 매립)

△
통일신라 말
-14세기

170 1 28.5
반 원
형

행 인
형

연 호
형

O
충주
숭선사지

남회랑지 서쪽 
배수로 바닥 상면

O 954-18세기

172 1 現5.7
반 원
형

원형
( 화
형)

×
경주
감은사지

동편 석축 △ 9세기경

173 1 3.2
반 원
형

원형 화형 × 경주 구황동 - △ 9세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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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남고고학연구소, 『昌寧 末屹里 遺蹟』(慶南考古學硏究所, 2005), pp. 96-108.
37) 발굴보고서에서는 출토된 기와의 양식을 통해 서탑의 제작시기를 7세기 중반에서 

9세기 중반으로 편년했으며, 신용철은 통일신라시대 탑들을 비교 분석 후 양식에 
의거해 해당 탑의 제작시기를 780년에서 800년 사이로 편년한 바 있다.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창녕군, 『창녕 술정리사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p. 99; 申
龍澈, 「統一新羅 石塔 硏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 164.

38) 『三國遺事』卷2 萬波息笛, “第三十一神文大王諱政明金氏開耀元年辛巳七月七日卽
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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蓋遺詔之
葬骨處名大王岩寺名感恩寺後見龍現形處名利見臺)”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二十一年, “秋七月一日王薨諡曰文武臣以遺
言葬東海口大石上俗傳王化爲龍仍指其石爲大王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三國遺事』2(以會文化社, 2003), p. 45; 韓國精神文化
硏究院 硏究部, 『(譯註)三國史記』1(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6), p. 93.

39) 忠北大學校博物館, 「丹陽 逸名寺址 發掘調査 報告」,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
蹟發掘調査 綜合報告書: 佛蹟分野』(忠淸北道, 1984).

40) 유적이 도굴당해 교란된 후에 출토가 진행되었고, 고리가 달린 풍탁 한 점만이 
회수되었다. 따라서 풍탁의 정확한 출토 위치와 수량은 알 수 없으나 발견자의 목
격담에 의거, 삼층석탑 근처에서 30점이 일괄로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秦弘燮, 
「禪林院址 三層石塔內發見 小塔」, 『미술자료』9(1964), pp. 1-5.

41) 804년에 주조된 <선림원동종>과 기타 출토품을 볼 때, 9세기 이전 혹은 10세기 
중반 이후로 편년된 유물이 없으며 산사태로 건물이 매몰된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
문에 선림원의 존속 연간은 1세기 정도로 편년된다. 文明大, 「禪林院址 發掘調査
略報告」, 『佛敎美術』10(1991), pp. 164-172. 

42) 김정현, 「淸州 思惱寺 金屬遺物 硏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협동과정 석사학
위논문, 2009).

4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瑞山 普願寺址 2』(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pp. 
57-60.

44) 寧海郡, 『寧海郡邑誌』(1899) 佛宇, “妙藏寺在府南二十五里.”
   鄭源鎬, 『嶠南誌』卷42 寺刹, “妙藏寺在郡南花田今廢.”

鄭源鎬, 『嶠南誌』3(旿晟社, 1985), p. 六九二.
45) 林悌, 『林白湖集』卷1 五言近體 過月南寺遺址, “此昔月南寺煙霞今寂寥.”
    李夏坤, 『頭陀草』冊17/18 雜著 南遊錄, “壬寅(중략)十一月(중략)二十七日(중략)

行十五里至月南村在月出之南故曰月南舊有月南寺頗勝今廢民人居之.”

174 1 4.5
반 원
형

원형 화형 ×
청주 사직동
(사뇌사지)

구덩이(일괄을 
인위적으로 매립)

△
통일신라 말
-14세기

175 1 4.6
사 다
리꼴

원형
일 자
형

O 경주 안압지 - ?
7세기 후반
-10세기48)

176 1 4.6
반 원
형

원형
일 자
형

O 경주 안압지 - ?
7세기 후반
-10세기

177 1 4.8
사 다
리꼴

원형
일 자
형

×
안성
봉업사지

목탑지->(고려전
기)석탑지+금당지

△
8세기-16세기 
전반49)

178 1 19.1
사 다
리꼴

원형
일 자
형

O
익산
미륵사지

동탑지 ?
7세기 초
-16세기 말50)

179 1 6.5
반 원
형

원형
일 자
형

O 서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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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 술정리사지(述亭里寺址)에서 출토된 탁(도 119)은 서삼층석탑 
중앙면석 바로 아래에서 출토되었다. 탁이 발굴된 층은 탑의 기저부
(基底部) 바로 위인 부석층으로 후대의 유물이 발견되어 교란되었음이 
밝혀졌다.51) 탁의 출토지점이 교란층에 해당하나 탑의 중앙면석 바로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58(民族文化推進會, 1990), p. 二六一; 
杜宏剛 等, 『韓國文集中的清代史料』4(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pp. 三五六-三
六六.

46) 조종저(趙宗著, 1631-1690)가 짓고 낭선군(朗善君 李俁, 1637-1690)이 쓰고 낭
원군(朗原君 李偘, 1640-1699)이 전액을 쓴, 직지사사적비(直指寺事蹟碑)는 1681
년과 1741년에 걸쳐 새겨졌다. 이 사적비에 의하면 직지사는 5세기경 묵호자(墨
胡子)와 아도(阿道)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銘幷序』
“通訓大夫前行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趙宗著撰 顯祿大夫朗善君兼五
衞都摠府都摠管俁書 承憲大夫東平君兼五衞都摠府都摠管杭篆 寺在金山黃岳山之東南號直
指(중략)或傳墨胡阿道刱一善冷山桃李寺時同時開基者也而本寺事蹟碑毁而失其文俱不可稽也
盖墨胡阿道俱在新羅訥祇王朝而倡本國佛法者云爾(중략).”

47) 『高麗史』卷2 世家第二 光宗 甲寅 五年 春, “創崇善寺追福先妣.”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역주, 『(국역)고려사』1(경인문화사, 2008), p. 63.

    발굴조사 당시 18세기로 비정된 백자편들이 발굴되었으며 출토 유물 중 가장 후
대에 속한 것이었다. 충청대학박물관·충주시, 『충주 숭선사지: 시굴 및 1~4차 발굴
조사보고서』(충청대학박물관, 2006), pp. 649-659.

4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p. 371.

   『新增東國輿地勝覽』卷21 慶尙道 慶州府 古跡, “雁鴨池在天柱寺北文武王於宮內爲
池積石爲山象巫山十二峰種花卉養禽其西有臨海殿不知創於何時而哀莊王五年甲申
重修其礎砌猶在田畝間.”

   『三國史記』卷7 文武王 十四年, “二月宮內穿池造山種花草養珍禽奇獸.”
   『三國史記』卷8 孝昭王 六年, “九月宴群臣於臨海殿.”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3(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p. 八一;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硏究部, 『(譯註)三國史記』1(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6), pp. 
91-98.

49) 『新增東國輿地勝覽』卷8 京畿 竹山縣 古跡, “奉業寺在飛鳳山下高麗時安太祖眞恭
愍王十二年二月駕發淸州次是寺謁眞殿今只有石塔.”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2(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p. 四二.

50) 『三國遺事』卷2 武王, “一日王與夫人欲幸師子寺至龍華山下大池邊彌勒三尊出現池
中留駕致敬夫人謂王曰須創大伽藍於此地固所願也王許之詣知命所問塡池事以神力
一夜頹山塡池爲平地乃法像彌勒三會殿塔廊廡各三所創之額曰彌勒寺(國史云王興寺)
眞平王遣百工助之至今存其寺.”

   『新增東國輿地勝覽』卷33 全羅道 益山郡, “佛宇 彌勒寺 在龍華山世傳(중략)石塔
極大高樓大東方石塔之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三國遺事』2(以會文化社, 2003), p.185; 민족문화추진
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4(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p.一三一.

5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창녕군, 『창녕 술정리사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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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라는 점은 해당 풍탁이 탑 제작 시 진단구(鎭壇具)로 매납(埋納)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릉 보현사(普賢寺)는 890년에서 924년 사이 알찬(閼飡) 민규(閔
規)가 희사하여 창건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낭원대
사(朗圓大師) 개청(開淸, 835-930)이 입적한 이후 조선 전기까지 출토
된 유물이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역(寺域)이 유지되었
는지는 불확실하다.52) 보현사에서 출토된 모든 유물은 10세기경 혹은 
조선시대 제작품으로 두 부류의 연대 차이가 크다. 보현사 출토 풍탁
(도 129-138)과 양양 선림원지(禪林院址) 출토의 풍탁(도 127, 128)은 
크기, 입면, 하단, 구멍 등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작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림원지의 존속 시기와 전술한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현사의 풍탁은 10세기경의 것으로 추
정된다.
  거창 천덕사지(天德寺址) 풍탁(도 145)의 양식은 중국 산서성 응현
(應縣)의 석가탑(釋迦塔)의 요대(遼代)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풍탁(도 
149)과 유사하다.53) 천덕사지 출토보고서의 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풍탁은 입면·평면·하단의 모양, 상단에 창틀의 모양을 둔 점, 십자
형 치게, 치게의 타격 위치, 끝이 사선으로 처리된 길쭉한 바람판(도 
147) 등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타 풍탁들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청나이롄(程乃莲)이 그의 논문(2012)에서 응
현 석가탑에 매달려 있는 풍탁의 제작 연대를 요대(遼代)로 추정하는 
과정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천덕사지 풍탁과 함께 출토된 
일휘문(日暉文) 와당(도 148)이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성행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풍탁 역시 12-1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54)

pp. 8-93.
52)『朗圓大師悟眞塔碑』
   “溟州慕法弟子閔規閼飡欽風志切慕道情深早侍禪扉頻申勤款仍捨普賢山寺請以住持

大師對曰深感檀那有緣則住逡巡入便副禪襟廣薙丘原遐通道路又以高修殿塔逈啓門
墻來者如雲納之似海深喜吉祥之地.”

53) 程乃莲, 「应县释迦塔的风鈴及其造型艺术」, 『山西大同大學學報(社會科學版)』
26-4(2012),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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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황룡사지(皇龍寺址) 풍탁(도 151)은 실제 사용된 풍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풍탁은 가는 동사(銅絲)가 ‘ㅅ’자형 바람판과 몸체
를 연결하고 있다. 걸이쇠가 없으며 동사는 바람판에 뚫린 구멍에 그
대로 연결되어 있다. 바람판과 연결구가 구멍으로 이어지면 움직임이 
잦은 풍탁의 특성상 바람판의 구멍 부분이 마모되기 쉽다. 또한 풍탁
의 걸이쇠는 연결구를 바람판에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바람판의 운동
을 풍탁의 몸체에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동사 역시 치게 역
할을 하거나 치게를 매달아 울리게 할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 황룡사
지 풍탁은 제작 구성이 소리를 내는 풍탁의 본래 기능과 맞지 않기에 
소리를 내는 용도가 아니라 단순한 풍탁 모양 장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주 구황동(九黃洞) 출토 풍탁(도 173)은 경주 감은사지 출토 풍탁
(도 172)의 절반 크기에 불과하나 상단의 화형(花形) 장식, 입면과 평
면을 비롯한 전체적인 형태, 점선조의 장식 등 매우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감은사지 출토 풍탁은 사지 동편 석축에서 높이 
6.9cm의 작은 금동여래입상 및 넓이 6.7cm의 금동장식판과 함께 출
토되었다. 함께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이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
되며 금동장식판 역시 양식을 볼 때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여겨진
다. 특히 이 금동장식판에는 풍탁과 유사한 점선조(點線彫)가 사용되
었기 때문에, 감은사지 풍탁 역시 9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주 구황동에서 출토된 풍탁 역시 감은사지 출토품과 마찬가
지로 9세기경에 제작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감은사지 탁(도 124), 보현사 풍탁(도 129-138), 충주 숭선사지(崇
善寺址) 풍탁(도 170)은 회랑지와 배수로 근처에서 출토된 풍탁들이
다. 출토 위치가 같은 감은사지 탁과 보현사 풍탁은 모두 의도적으로 
매립된 사례들이다. 반면 숭선사지 풍탁이 출토된 6차 발굴에 대해서
는 정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출토 상황이나 공반 
유물을 현재 상세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나 추후 숭선사지 풍탁에 대

54) 朴銀卿, 「高麗 瓦當文樣의 編年 硏究」, 『考古歷史學志』4(1988),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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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고서가 출판되어 유물의 매립 상황을 밝혀줄 단서가 나올 경우, 
출토 지점이 유사한 감은사지 및 보현사의 사례와 자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게 될것이다. 이 경우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사내(寺內) 공예품 매납 상황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타날 것으로 기
대된다. 
  청주 사직동(社稷洞)에서 출토된 동제풍탁들 중 일부는 크기가 다른 
탁을 여러 점 연결하여 사용한 모자탁(母子鐸)의 실제 형태로 주목받
기도 하였다.55) 높이 10cm가량의 중형 탁 3점(도 156) 중 2점의 내
부에서 각각 높이 5.5cm의 소형 탁 한 점(도 139)과 높이 8.5cm의 
소형 탁 한 점(도 169)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56) 그러나 두 소형 탁
의 형태가 전혀 다르고, 무엇보다도 중형 탁 중 한 점에는 겹쳐져 있
던 소형 탁(도 169)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좁은 공간에 치게의 흔적이 
있고 그 안의 소형 탁도 별도의 치게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겹쳐 있
던 소형 탁과 중형 탁은 각각의 치게를 지닌 채 독립적으로 사용되었
으며 매장 당시에만 겹쳐서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자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풍탁의 발성 원리는 바람을 쉽게 받도록 얇은 판으로 만들어진 바람
판이 움직일 때 바람판에 연결된 치게가 통형의 몸체 내부를 타격하
여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강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상 기본
적으로 몸체는 소리를 내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모자탁은 
자탁(子鐸)의 몸체가 모탁(母鐸)의 내부를 타격하거나 혹은 자탁의 비
교적 둔중한 몸체가 바람판의 역할을 하여 모탁의 치게를 움직이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모자탁의 작동 원리는 풍탁의 기능성과 배치(背馳)
되는 구조이다. 불화나 경상 등에 묘사된 풍탁은 도식적인 경우가 많
아 바람판이 과장되게 표현되기도 하며, 풍탁이 아닌 다른 장식이 묘
사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55) 김정현, 「淸州 思惱寺 金屬遺物 硏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 협동과정 석
사학위논문, 2009), pp. 84-85; 장수진, 「淸州 思惱寺址出土 高麗 金屬工藝 硏
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p. 59-60.

56)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국립청주박물관, 2014), pp. 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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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자탁이 존재한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표 3> 현전하는 탁(전세품)

2. 형태와 장식

  탁의 형태를 이루고 양식을 구분하는 요소로는 높이, 하단(下端), 
입면(立面), 평면(平面)의 모양, 돌대(突帶)의 유무 등이 있다. <표 2>
와 <표 3>에서도 볼 수 있듯 풍탁 몸체의 높이는 3.2cm부터 38.7cm
까지 다양하다.57) 하단의 모양으로는 두 개 이상의 큰 호가 이어지는 
연호형(連弧形), 꽆잎처럼 여러 개의 작은 호가 이어지는 화형(花形), 
높낮이가 없는 일자형(一字形)이 있다. 입면의 모양으로는 사다리꼴과 
반원형이 있다. 입면의 모양은 천판(天板)이 평평한 형태인지 볼록한 
형태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사다리꼴과 반원형의 입면에는 각각 측면
의 선이 하단에서 내만(內彎)한 형태와 일자로 내려오는 형태가 모두 

57) 본 연구에서는 청주 사직동(社稷洞) 출토 풍탁(도 155, 높이 10.1cm)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높이를 지닌 풍탁은 소형 풍탁, 그 이상의 높이를 지닌 풍탁은 중형 
풍탁으로 분류했으며, 월남사지(月南寺址) 출토 풍탁(도 159, 높이 23.0cm)을 기
준으로 그 이상의 높이를 지닌 풍탁은 대형 풍탁으로 분류하여 지칭하였다. 풍탁
의 크기를 쉽게 인식하기 위한 방편이며 유의미한 기준은 아니다. 

도판번호 점 身高
(cm)

입면 평면 하단 돌대
풍탁일 
가능성

시대(추정)

180 1 37.2 사다리꼴 행인형 연호형 O ? -
181 1 11.5 사다리꼴 행인형 연호형 O ? -
182 1 5.7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 ? -
183 2 25.5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O 고려 후반

184-186 3 4.6-7.2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 12세기-현대
187, 188 2 3.8-4.2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 12세기-현대
189, 190 2 4.0-4.4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 12세기-현대

191 1 5.4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 12세기-현대
192 1 5.0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 12세기-현대
193 1 15.6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 -
194 1 18.9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 -
195 3 15.0-16.2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 -
196 4 18.0-19.0 사다리꼴 사각형 연호형 O ? -
92 1 37.5 반원형 행인형 연호형 O △ 통일신라-고려
95 1 38.7 반원형 행인형 연호형 O △ 통일신라-고려
197 1 5.3 사다리꼴 원형 일자형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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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그러나 내만한 측면과 직선의 측면이 시대의 변천에 따른 
양식 변화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내만한 측면의 
선은 7세기 전반에 제작된, 현전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풍탁인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 출토 풍탁(도 122)에도, 12-13세기에 제작된 거창 
천덕사지(天德寺址) 출토 풍탁(도 145)에도 등장한다. 청주 사직동(社
稷洞)에서 출토된 탁들은 측면의 선이 내만한 형태와 일자로 내려오
는 형태가 동시에 등장한다. 평면의 모양으로는 행인형(杏仁形), 원형, 
사각형이 있다. 추가로 평면이 행인형과 사각형 사이의 애매한 형태
를 지니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창녕 술정리사지(述亭里寺址) 출토 탁
(도 119), 강릉 보현사 출토 풍탁(도 123), 서산 보원사지(普願寺址) 
출토 풍탁(도 140)이 해당한다. 이들 유물은 행인형으로 보기에는 약
간 각졌고 사각형이라고 하기에는 각이 완만하며 가로가 긴 형태의 
평면을 보여준다.

<표 4> 탁의 양식 구분 기준

  전술(前述)한 하단, 입면, 평면의 모양, 돌대의 유무를 기준으로 탁
의 외양을 분류하였을 때, 두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종형(鐘形) 풍탁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물들은 구조와 외양(外樣)이 
종과 유사하다. 또한 이들은 연호형의 하단과 돌대를 지니고 있는 것
이 공통점이다. 대부분은 종의 유곽(乳廓)에 해당하는 부분에 돌대를 

양식 구분 기준 예시

하단 연호형 일자형 화형

입면 사다리꼴 반원형 삼각형

평면 행인형 원형 사각형

돌대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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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 처리했으며, 유곽 내에 몇 개의 유(乳)와 화문(花文) 당좌(撞座)
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평면과 입면이 각각 행인형과 사다리꼴인 경
우가 많으나 종종 사각형 평면이나 반원형 입면으로 제작된 유물도 
전한다. 풍탁 내부의 치게로 소리를 내는 풍탁의 특성상, 외부에서 도
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데 필요한 당좌는 풍탁의 불필요한 부분이
다. 기능상 필요 없는 당좌가 풍탁에서 보이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풍탁이 종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는 증거이다. 이미 초기부터 등장한 
종형 풍탁은 고려 후기에도 천판(天板) 위의 화판(花瓣) 장식 등 당대
(當代) 종의 특징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두 번째는 방형
(方形) 풍탁이다. 연호형의 하단, 사다리꼴의 입면, 사각형의 평면과 
돌대가 있는 풍탁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방형 풍탁은 다양한 모양의 
입면 구멍과 장식문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풍탁
이다.58) 

<표5> 풍탁의 주요 유형

  탁의 장식문양에는 연화(蓮花)를 비롯한 화문(花文), 만자문(卍字
文), 범자문(梵字文), 삼원문(三圓文), 불상문(佛像文), 당초문(唐草文), 
구슬장식 등이 있다. 이러한 장식문양은 풍탁의 편년을 위한 기준 자
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매우 적고 고려 고분 출토품 대다수가 11세기 
이후로 편년된 상황에서 다른 유물의 장식문양과 풍탁의 장식문양을 
비교하여 편년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들 수 

58) 방형풍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참조.

유형 하단 입면 평면 돌대 비고 시기

종형풍탁 연호형
사다리꼴
반원형

행인형
사각형

有
종과 유사한 양식 
(유, 유곽, 당좌)

지속

방형풍탁 연호형 사다리꼴 사각형 有
다양한 모양의 입면 
구멍과 장식문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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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가 만자문이다. 한국에서 만자문이 등장한 사례 중 현존하
는 가장 오래된 유물들은 고려불화와 동경이다. 그러나 만자문이 통
일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
다. 중국에서는 만자문이 8세기부터 금속공예품의 문양으로 사용되었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693년에 만(卍)자를 만(萬)자로 발음하도록 
규정되었다. 실제 금속공예에 만자문이 사용된 시기는 중당(中唐) 이
후로 다소 후대이며, 출토 사례로는 당(唐) 문종(文宗, 재위 826-840)
의 묘에서 발굴된 동경(838)이 있다.59) 즉 중국과 한국에서 만자문이 
등장하는 시점은 3세기 가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약 300년의 기간 동
안 한반도에서 만자문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해
당 기간에 제작된 출토 유물의 전체 수량이 매우 적다. 따라서 단지 
만자문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금속공예품의 제작 시기를 
통일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라고 확인할 수 없다. 고려 중기에 나
타나지 않다가 고려 후기에야 등장한 문양, 시기와 관계없이 문양의 
세부 특징이 다른 유물과 매우 유사한 일부 사례에는 유물의 문양을 
이용한 비교편년이 강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연화문은 수많은 유물에 사용되어왔던 대표적 장식문양이다. 특히 
연화문 기와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
적에서 상당한 수량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양식상 다른 유물의 편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풍탁에도 연화문이 사용된 사례가 있어 
연화문 기와와 이를 비교해 해당 풍탁의 편년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물은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풍탁(도 122)이다. 
높이 14cm의 중형 풍탁으로, 도금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입면은 사
다리꼴, 평면은 행인형(杏仁形)이며 하단은 연호형(連弧形)이다. 구성
은 종과 유사하다. 상단 모서리에는 앞뒤로 총 4개의 유곽이 있으며 
각 유곽에는 5개의 원형 유가 돌출되어 있다. 중앙에서 약간 내려온 
위치에 원형으로 외곽선을 두른 단판(單瓣) 단엽(單葉)의 화문 당좌가 

59) 孔祥星·劉一曼, 안경숙 역, 『中國古代銅鏡』(주류성, 2003), pp. 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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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다.60) 끝이 약간 반전된 도톰하고 둥근 꽃잎 8장이 작은 원의 
주변을 두르고 있고 작은 원의 가장자리에는 연주문(聯珠文)이 둘러 
있다. 연화의 자방(子房)에 해당하는 부분에 몇 개의 돌기가 있지만 
원래부터 있던 연자(蓮子)인지 부식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당좌의 양식은 사비(泗沘) 시기(538-660) 백제의 연화문 기와와 상통
한다. 각 꽃잎이 도톰하고 둥글며 끝이 약간 반전되어 전체적으로는 
하트 모양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8장의 꽃잎이 모여 단판 단엽의 
연화를 구성하는 연화문 기와는 사비시기 백제 기와의 대다수를 차지
한다(도 198). 특히 화엽(花葉) 내부에 문양이 새겨진 점이 다르긴 하
지만 같은 미륵사지 출토의 서까래 기와(도 199)에서는 연주문(聯珠
文)을 포함해 미륵사지 탁의 당좌와 매우 유사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좌의 문양을 고려했을 때 미륵사 창건 시기와 비슷한 시
기에 제작된, 현전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풍탁일 가능성이 높다.61)

  미륵사지 풍탁이 종형 풍탁이라는 점은 초기 풍탁이 종을 모본으로 
양식을 성립해나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현존하지 않는 백제 
종이 유, 유곽, 연화형 당좌 등 현재 한국식 종이 갖춘 것으로 여겨지
는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경주 감은사지에서 출토된 청동풍탁은 높이 27.8cm의 대형 탁으
로, 동(銅)으로 제작되었다. 입면은 사다리꼴, 평면은 행인형이며 하단
은 연호형이다. 구성은 종과 유사하다. 상단 모서리에는 앞뒤로 총 4
개의 유곽이 있으며 각 유곽에는 9개의 원형 유가 길게 돌출되어 있
다. 중앙에서 약간 내려온 위치에 원형으로 이중 외곽선을 두른 단판
(單瓣) 복엽(複葉)의 화문 당좌가 위치한다. 각각 곽으로 둘러싸인 꽃
잎 14장이 내부의 이중 원 주변을 두르고 있는데, 각 꽃잎은 물방울 
모양으로 돌출된 두 장의 자엽(子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풍탁은 
경주 감은사지 서회랑지 내부에서 지정(至正) 11년(1351)명 반자와 함

60) 화엽에 따라 연화문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본 논문의 연화문 명칭은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13년에 발행한 분류기준안을 따랐다. 국립경주문화재연
구소, 『신라 수막새 분류기준안』(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61) 각주 50 참조.



36

께 출토되었으며 출토 당시 풍탁이 반자 위에 바로 세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유물은 조선 자기
편이 출토된 흑갈색 점토층에서 발견되었다. 풍탁과 함께 출토된 반
자에는 해적의 침입으로 반자, 소종, 금고(金鼓)를 탈취당하여 1351년
에 다시 제작했다는 명문이 적혀있다.62) 그러나 탁의 형식, 제작수법, 
문양표현 등이 고신라, 통일신라시대의 종과 상통하여 반자와 달리 
탁은 감은사 창건기의 제작품으로 편년되었다. 그러나 탁의 제작시기
를 7세기로 확신하기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탁의 당좌 문양은 11세기의 기와 및 동종의 당좌와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볼록하게 솟아오른 두 잎이 하나의 곽에 둘러싸인 단판 
복엽의 화문은 고신라 말에 등장하여 통일신라 초까지 크게 유행하던 
수막새 문양이다(도 200). 그러나 이 단판 복엽의 화문은 고려시대까
지도 그 명맥이 이어진다. 1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8장의 꽃잎 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던 이 양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판화(細瓣化) 현상
을 보이며 꽃잎의 수가 10장 이상에 이르게 된다. 볼록하게 양감을 
살렸던 꽃잎의 모습은 점차 도식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도 201).63) 
1058년에 제작된 <청녕(淸寧)4년명동종>의 당좌(도 203) 역시 이 시
기 단판 복엽 연화문 기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12세기부터는 11
세기와 달리 곽으로 둘러싸인 꽃잎 사이마다 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 204).64) 따라서 신라의 단판 복엽 연화문 기와와 달리, 14장의 꽃

62) 현재 반자와 금고라는 용어는 큰 구별 없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반자와 금
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의 유무와 종류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자세
한 사항은 최응천, 「고려시대 청동금고의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
사학위논문, 1987); 沈奉謹, 「高麗 靑銅飯子 硏究」, 『考古歷史學志』2(1986), pp. 
88-89 참조.

   “至正十一年辛卯十二月初三日雞林府地感恩寺飯子入重三十三斤住持大師□印□代
飯子小鐘禁口木乙造成爲乎世叱段海賊人木亦同年四月初七日右物□乙偸取持去爲良
在乙造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997), pp. 198-202.

63) 朴銀卿, 「高麗 瓦當文樣의 編年 硏究」, 『考古歷史學志』4,(1988) pp. 155-156.
64) 통일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 중에서도 곽으로 둘러싸인 꽃잎 사이로 판이 등장

한 경우가 있으나 10-11세기로 편년된 고려시대의 수막새 중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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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을 지닌 다소 도식적인 감은사지 탁의 당좌 문양은 오히려 11세기
의 기와 문양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
  물론 문양의 도식화와 꽃잎의 증가가 시대의 흐름을 전적으로 반영
하는 것은 아니다. 금속은 흙에 비해 문양의 볼륨감을 표현하기 어렵
기 때문에, 같은 문양을 표현하더라도 다소 도식화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가릉빈가문(迦陵頻伽文) 수막새(도 205) 중
앙의 가릉빈가를 둘러싼 화문은 당시의 다른 연화문 수막새와 달리 
10장 이상의 단판 복엽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감은사지 탁의 
제작 시기가 7세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양식상의 특징 외에도 감은사지 탁의 제작 시기를 7세기로 
보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잔존한다. 소종과 함께 제작되었다는 반자
의 명문과 함께, 감은사지 탁은 반자를 동반한 채 인위적으로 후대의 
출토층에 매립되어 있었다. 출토 당시의 모습으로 볼 때, 둘은 함께 
매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감은사지 탁은 탑 근처에서 출토되
지 않았으며 부속구도 같이 반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탁, 혹은 탁으
로 확신할만한 근거가 없다. 용도가 불분명하며 크기나 모양, 당좌 등
을 볼 때 외부에서 타격하여 소리를 내는 종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충
분하다. 반자의 명문과 출토 상황 및 탁의 구조를 고려하면 감은사지 
탁은 반자가 제작된 1351년에 함께 제작된 소종으로 보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종의 소형화는 고려시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당시의 기록에서 용어 ‘탁’과 ‘영’이 혼용된 경우는 있어도, ‘탁’과 
‘종’이 혼용된 경우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종이라는 용어로 탁을 가리
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은사지 탁은 동반 출토된 반자의 명문
에 나타난 소종이며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자 내 명문에 나타난 제작시기와 풍탁의 양식이 불일치하는 문제
점은 해적이 기존 유물을 탈취한 후에 해당 유물들이 다시 제작되었
다는 사실을 비춰 해결할 수 있다. 감은사지 탁의 당좌는 11세기의 
연화문 기와 및 당좌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매립된 반자의 연화
문도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로 편년된 연화문 기와와 양식이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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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은 11세기 후반에 제작된 탁과 반자가 1351년에 다시 예전 
기물과 같은 모양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1351년에 
다시 제작된 소종은 당시 14세기의 양식이 아닌, 11세기에 제작된 원
본의 모습을 모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은사지 탁은 용뉴(龍鈕), 화문 돌대, 천판 위의 장식 등 고려시대 
종의 전형적인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감은사지 탁의 양식
은 종보다 오히려 다른 종형 풍탁들과 유사하다. 11세기 후반 경에 
만들어진 옛 소종이 그 이전의 풍탁의 양식을 차용했거나, 감은사의 
사세가 급격한 변화를 겪은 만큼 과거의 풍탁이 후대의 어느 순간 소
종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 유곽 안에 있는 9개의 유는 8
세기 일본의 풍탁에 등장하기도 한 한국적 요소로서, 오랜 시간 이어
져온 종형 풍탁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청동풍탁은 현재 남아있는 부분만 높이
가 24cm인 대형 풍탁이다. 동으로 제작되었으며, 하단의 보존 상태
에 비해 상단의 파손이 심하다. 평면은 사각형이며 하단은 연호형이
다. 파손으로 입면과 천판의 모양은 알기 어렵다. 마주보는 2면의 하
단에는 원형으로 이중 외곽선을 두른 단판(單瓣) 복엽(複葉)의 연화문 
당좌가 위치한다.65) 각각 곽으로 둘러싸인 꽃잎이 5개의 연자를 지닌 
자방을 두르고 있는데, 각 꽃잎은 물방울 모양으로 돌출된 두 장의 
자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꽃잎과 자방 사이에는 각목대(刻目帶)가 위
치하며, 꽃잎의 장수는 10장 이상임은 분명하나 부식으로 인해 정확
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다. 풍탁의 당좌 문양은 11세기의 연화문 기
와 및 동종의 당좌와 양식을 공유한다. 한 곽에 둘러싸여 볼록하게 
솟아오른 두 잎을 지닌 단판 복엽의 연화문은 고신라 말에 등장하여 
통일신라 초까지 크게 유행하던 기와 양식이다(도 200). 그러나 이 단

65) 황룡사 출토보고서의 도판에는 풍탁의 연이은 두 면이 상실된 상태로 나와 있으
며, 따라서 마주보는 면에 총 두 개가 있었을 당좌가 하나만 온전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후 출판된 다른 책들의 도판에서는 네 면으로 복원된 상태로, 마
주보는 두 면에 당좌가 있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문화재연구소, 『皇龍寺: 圖版編』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84),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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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복엽의 연화문은 출토 사례를 볼 때 고려시대까지도 그 명맥이 이
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0세기 이후 단판 복엽 연화문의 꽃잎은 10장 
이상으로 늘어났고 12세기부터는 곽으로 둘러싸인 꽃잎 사이마다 선
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도 204). 따라서 신라의 단판 복엽 연화문 기와
와 달리, 10장 이상의 꽃잎을 지닌 황룡사지 풍탁의 당좌 문양은 오
히려 11세기의 기와 문양과 상통한다. 1058년에 제작된 <청녕4년명
동종>의 당좌(도 202) 역시 이 시기 단판 복엽 연화문 기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데, 외곽의 이중 원권(圓圈), 꽃잎의 모양과 수, 각목대
등이 황룡사지 풍탁의 당좌와 유사하다. 따라서 황룡사지 풍탁의 제
작 시기 역시 11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삼성미술관 리움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풍탁(도 
92, 도 95)은 각각 높이 37.5cm, 높이 38.7cm의 대형 풍탁이다. 용
두토수(龍頭吐首)(도 94, 도 97)와 함께 전해진다. 출토지는 미상이나 
구성과 양식이 동일하여 같은 곳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인다.66) 천판 
위의 고리, 유곽, 당좌에는 도금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외의 구역에
는 도금 층이 잘 남아있다. 입면은 반원형, 평면은 행인형이다. 하단
은 연호형으로 안을 향해 사선으로 약간 말려 들어간 듯 처리하였다. 
이 풍탁들의 구성은 종과 유사하다. 천판에는 가장자리를 꽃잎처럼 
처리한 연호형의 판이 위를 덮고 있고, 그 위에는 원형의 고리와 함
께 한 줄의 선이 둘러진 반원형의 금구가 더 높게 돌출되어 있다. 연
호형 판의 아래에는 앞뒤로 총 4개의 유곽이 위치하며 각 유곽에는 4
개의 납작한 원형 유가 돌출되어 있고 중앙에는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중앙에서 약간 내려온 위치에 원형으로 이중 외곽선을 두른 단
판(單瓣) 복엽(複葉)의 화문 당좌가 위치한다. 외곽선 사이에는 연주문
이 둘러져있다. 각각 곽으로 둘러싸인 도톰한 꽃잎 12장이 내부의 원 
주변을 두르고 있는데, 각 꽃잎은 반달형으로 도톰하게 돌출된 두 장

66) 하단의 돌대 가장자리 화판의 높이, 천판의 연호형 판에 새겨진 꽃잎 문양에 약
간의 차이가 있고,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풍탁에 연결고리가 남아있다는 사실 외
에는 두 풍탁이 거의 동일하다.



40

의 자엽과 자엽의 가운데를 가르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꽃잎 사이
에는 바깥쪽으로 V자형의 흔적이 선명하며, 중앙에 ‘만(卍)’자가 새겨
진 내부의 원과 꽃잎 사이에는 각목대가 위치한다. 중앙, 모서리, 하
단에는 돌대가 둘러져있는데, 하단 역시 천판의 연호형 판처럼 몸체
로 향한 부분의 가장자리가 꽃잎처럼 처리되었다. 돌출된 부분에는 
반원형 3개가 결합된 문양, 다양한 형태의 꽃잎 문양이 적절히 배치
되어 있고, 선문과 어자문을 이용해 문양의 배경과 그 주변을 장식적
으로 처리하였다. 함께 전해지는 용두토수의 목은 사각형에 내부가 
비었으며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어딘가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
다. 용두는 무언가를 매달 수 있게끔 입에 고리를 물고 있다. 건물에 
용두를 고정시킨 후 그 아래에 풍탁을 매달았던 모습이 전해지고 있
어67) 용도가 풍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풍탁의 당좌 문양은 통일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와 상통한다. 단
판 복엽의 연화문은 고신라 말에 등장하였으며 고려 12세기까지도 명
맥이 이어지던 양식이다(도 200). 이 탁의 당좌가 12장의 꽃잎을 지
니고 있다는 점, 만자문을 비롯한 범자가 고려 후기에 문양으로 애용
되었다는 점, 고려불화에 용두토수와 풍탁의 구성이 나타난다는 점, 
고려시대에 이르러 풍탁의 대형화와 목조건물에의 사용이 뚜렷해진다
는 점은 이 작품을 고려시대로 편년하는 근거가 된다.68) 그러나 통일
신라시대의 금속공예 및 불화가 많지 않아 상대 편년이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탁의 당좌(도 93)가 12장이라는 많은 수의 꽃잎을 
지니고 있지만,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세판화, 도식화의 경향이 여기서
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곽을 가득 매운 풍만한 자엽, 마치 꽃잎의 반
이 갈라진 듯 생생한 모습, 곽의 가장자리가 바깥쪽을 사선으로 향하
며 만들어내는 곡선은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풍만함과 
곡선은 점차 평면화, 직선화되며 도식화된 문양으로 바뀌어 고려시대
의 연화문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이러한 조형감각을 찾아보기가 어렵

67)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2장 참조.
68) 풍탁의 양식적 변천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4장 참조.



41

다. 통일신라시대 연화문 수막새(도 200)와 고려시대 연화문 수막새
(도 201)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통일신라와 고려 두 시대의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국가의 
변화는 양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구분해주는 선이 되지 못한다. 통일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유물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해당 풍탁과 
토수 일괄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의 어느 시점에 제작된 풍
탁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충주 숭선사
지 출토 풍탁은(도 92, 95, 170)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세 
작품은 도금된 대형의 풍탁이라는 점, 연호형의 하단, 반원형의 입면, 
행인형의 평면, 돌대, 종의 유와 유곽, 당좌에 해당하는 부분을 온전
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종형 풍
탁 중 반원형의 입면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 풍탁들뿐이다. 특히 돌
대의 위치와 모양, 유곽 안에 가운데 구멍을 중심으로 4개의 원형 유
가 배치된 모습, 하단이 안으로 약간 내만한 점까지 매우 닮아있다. 
이 중 숭선사지 출토 풍탁의 경우 출토지 및 출토 상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존처리 후 양식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면 다른 두 사례와 
보다 상세한 양식 비교가 가능해져 중요한 시사점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범자문은 원나라 밀교의 영향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려 12세기부터 기와 문양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범자문이 
있는 풍탁의 제작 시기는 12세기 이전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범자문
이 있는 풍탁으로는 강진 월남사지(月南寺址) 출토 금동풍탁(도 159), 
김천 직지사(直指寺) 출토 금동풍탁(도 161), 일산 원각사(圓覺寺) 소
장 청동풍탁(도 184-186),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금동풍탁(도 191) 
등이 있다. 강진 월남사지에서 출토된 금동풍탁은 높이 23cm의 대형 
풍탁으로, 입면 중앙에서 약간 내려온 위치에 원 안에 든 범자가 배
치되어 있으며 4면의 범자가 각기 다르다. 김천 직지사에서 출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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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풍탁은 높이 6.8cm의 소형 탁으로, 입면 중앙에 육자진언(六字眞
言) 중 한 자를 4면에 동일하게 배치하였다. 출토지 미상인 일산 원
각사 소장의 청동풍탁은 높이가 10cm를 넘지 않는 소형 탁들이다. 
각각 4.6cm, 5.7cm, 7.2cm로 약 1cm가량의 높이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와 양식은 유사하다. 가장 작은 탁은 입면 중앙에 육자
진언 중 동일한 글자를 각 2면씩 배치했으며, 다른 두 탁은 육자진언 
중 한 자를 4면에 동일하게 배치하였다. 출토지 미상인 상명대학교박
물관 소장의 금동풍탁은 높이가 약 5cm이며 도금 층이 일부 남아있
다. 일괄 유물 중 범자문이 있는 탁은 몸체 높이가 5.4cm로 6점의 
풍탁 중 가장 크며, 각기 다른 범자가 4면을 채우고 있다.
  범자문이 있는 풍탁들에 문자가 시문된 양상은 모두 다르다. 4면의 
입면에 각각 다른 4개의 범자를 채운 경우, 2개의 범자로 4면을 채운 
경우, 한 종류의 범자로 4면을 채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를 볼 때 범
자문이 일괄적으로 풍탁의 설치 위치나 방위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
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범자문이 사례별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채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나, 특정한 의미를 지닌 
문자보다 상징적인 문양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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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풍탁의 양식 변천과 그 의미
1. 양식의 변화 양상

  풍탁은 수리와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예품이며, 바람
판과 치게 등의 부속구가 함께 출토되어 풍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
물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제작 시점의 상한과 하한의 기간이 4세기를 
넘지 않는 탁들을 편년 기준작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양식 변
천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탁들은 제작 
시기의 하한이 14세기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 탁들을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유물과 고려시대의 유물로 나누어보면 시대에 따
라 양식이 변화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후삼국)까지의 기간 동안 제작된 기준작은 
총 10건이다.
① [도 122] 금동풍탁, 14.0×8.7cm, 익산 미륵사지 출토, 7세기 전반
② [도 119] 금동풍탁, 4.8×3.3cm, 창녕 술정리사지 출토, 7세기 중
반-9세기 중반(8세기 후반)
③ [도 172] 금동제풍탁형장식, 현 5.7×2.5cm, 경주 감은사지 출토, 
9세기경
④ [도 173] 금동제풍탁, 3.2×1.3cm, 경주 구황동 출토, 9세기경
⑤ [도 175] 동제풍탁, 높이 4.6cm, 경주 안압지 출토, 7세기 후반
-10세기
⑥ [도 176] 동제풍탁, 높이 4.6cm, 경주 안압지 출토, 7세기 후반
-10세기
⑦ [도 100-118] 금동풍경, 19점, 높이 4.8-17.1cm, 창녕 말흘리 출
토, 통일신라 말
⑧ [도 127, 128] 금동풍탁, 2점, 높이 4.9-5.3cm, 양양 선림원지 출
토, 9세기 초-10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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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도 123] 금동풍탁, 8.8×5.2cm, 강릉 보현사 출토, 10세기경
⑩ [도 129-138] 금동풍탁, 10점, 높이 3.9-4.2 지름1.6-2.7cm, 강릉 
보현사 출토, 10세기경

고려시대에 제작된 기준작은 총 6건이다.
⑪ [도 144] 청동풍탁, 현 24.0×17.8cm, 경주 황룡사지 출토, 11세기
⑫ [도 158] 동제풍탁, 18.9×7.0cm, 안성 장능리사지 출토, 10세기 
중반-13세기 초
⑬ [도 145] 금동풍탁, 높이 22.8cm, 거창 천덕사지 출토, 12-13세기
⑭ [도 124] 청동풍탁, 27.8×14.7cm, 경주 감은사지 출토, 11세기 후
반/1351
⑮ [도 140] 금동풍탁, 6.1×3.9cm, 서산 보원사지 출토, 고려 중·후반
⑯ [도 183] 청동풍탁, 2점, 25.5×13.0cm, 출토지 미상, 고려 후반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탁들은 총 10건으로, 모두 
중·소형에 해당한다. 특히 종형 풍탁인 5번 미륵사지 출토 풍탁은 중
형이지만 같은 유형의 유물들 가운데에서는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
다. 탁들의 평면은 대부분 원형과 행인형이며 10세기경이 되어서야 
사각형 평면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탁들에 돌대가 없
으며 10세기경에 등장한 사각형 평면의 탁 역시 이후에 제작된 사각
형 평면의 탁들과 달리 돌대가 없다. 치게가 함께 남아 있는 풍탁의 
경우 모두 봉(棒)형의 철제 치게 겸 연결구가 남아있어 별도의 치게 
없이 연결구가 치게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탁들은 총 6건으로, 대부분 중·대형에 해당된다. 평면이 
사각형, 입면이 사다리꼴이고 돌대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장식문
양이 많아진다. 전술한 특징은 모두 방형 풍탁의 특징과 일치한다. 고
려시대 이후에야 방형 풍탁이 등장하고, 수량도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게가 함께 남아 있는 풍탁의 경우 모두 원형 혹은 
십자형의 치게가 있어 연결구에 별도의 치게를 연결하여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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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풍탁의 크기는 대형화되고, 돌대가 있는 탁들이 
많이 만들어지며 장식문양이 증가한다. 평면은 행인형에서 사각형이 
많아지는데, 원형의 평면은 창녕 말흘리(末屹里) 출토 풍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평면이 행인형에서 사각형으로 변화하는 도
중에 등장한 이형(異形)일 가능성이 높다. 10세기경에 돌대가 없는 사
각형 평면의 탁이 등장하고 돌대가 있는 방형 풍탁은 고려시대에 이
르러 다수가 확인된다. 풍탁을 재현한 청동탑, 사리장엄, 불화 등에서
도 사각형의 평면을 가진 것, 돌대가 있는 것은 고려시대가 되어서야 
등장한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사각의 평면을 지닌 풍탁은 북
송 이후에 제작된 사리탑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부속구가 함께 
남아있는 풍탁 수가 적기는 하나 말흘리 출토 풍탁에서 볼 수 있듯 
통일신라 말까지도 풍탁에는 치게와 연결구의 역할을 겸한 봉형의 금
구가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 연결구와 치게의 역할이 분리
된 풍탁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즉 기준작으로 삼은 탁 
중 풍탁일 가능성이 높은 유물은 ①, ③, ④, ⑦, ⑧, ⑨, ⑩, ⑪, ⑬, 
⑮, ⑯번에 해당하는데, 이 유물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양식과 구조의 변천에 있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유물에 재현된 풍탁은 풍탁의 양식을 분류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다. 우선 기타 유물에 재현된 풍탁, 특히 불화에 표현된 풍
탁은 전통성이 매우 강하다. 일례로 북주(557-580) 시기에 그려진 돈
황 막고굴 제428굴 주실 서벽의 벽화에 묘사된 풍탁(도 21), 
754-755년에 제작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
경변상도>에 묘사된 풍탁(도 23), 1323년에 제작된 치온인 소장의 
<관경변상도>에 묘사된 풍탁(도 74)은 제작 시기에 큰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몸체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이들 작품에 묘사된 풍탁
들과 일치하는 유형의 풍탁이 실제로 발견된 사례도 아직까지는 전무
하다. 둘째로 이들 작품에는 풍탁이 간략하게 도식화되어 표현된 경
우가 많다. 묘사된 위치와 몸체를 볼 때 풍탁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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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바람판이 생략되거나 외형이 불분명한 형태로 재현된 경우
가 많다. 일례로 경주 석장사지(錫杖寺址)에서 출토된 동국대학교박물
관 소장의 <탑상문전>(도 57)은 반원형 입면의 풍탁이 탑 처마에 매
달려 있지만 바람판이 생략되어 있고 크기와 비례도 비현실적이다. 
셋째로 회화 등에 재현된 풍탁의 형태가 개념적, 장식적으로 재현된 
경우가 있다. 사이후쿠지와 오타카지에 소장되어 있는 <관경십육관변
상도>(도 67-73)에는 각 처마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른 화려한 풍탁이 
달려 있다. 유사한 양식의 사례를 찾기 힘든 풍탁의 모습은 과연 실
재하는 풍탁을 묘사한 것인지, 아니면 개념 상 혹은 장식을 위해 허
구로 그려낸 것인지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사리장엄에 재현된 풍탁
은 훼손된 유물이 많다. 이러한 종류의 풍탁은 얇은 판과 작은 크기
로 만들어져 탑의 끝에 위태롭게 달린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훼
손된 것들이 많아 정확한 양식 분류가 힘들다.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에서 출토된 사리장엄의 풍탁(도 28), 남양주 수종사(水鍾寺) 부도에
서 출토된 금제구층탑의 풍탁(도 51, 52) 등은 입면과 평면을 알기 힘
들 정도로 훼손, 결실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각자료에 나타나 있
는 풍탁들과 사리장엄용 풍탁들은 실제 풍탁의 사용처, 설치방식, 양
식에 있어 시사점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전술한 이유로 양식 분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양식 변천의 의미

  고려시대에 이르러 풍탁에 장식문양이 많아지고 치게가 독립되어 
등장한 현상은 풍탁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풍탁의 크기는 결
국 풍탁이 설치된 건물의 성격과 규모와 무관하지 않다. 전술한 풍탁
의 변화 과정에서는 시대가 흐르면서 풍탁이 대형화되어가는 현상이 
뚜렷하다. 풍탁이 대형화되면 빈 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장식문양
으로 채워 넣으려는 의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봉형의 금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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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구와 치게의 역할을 겸하려면 풍탁의 직경이 좁아야한다. 봉형 
치게를 직경이 넓은 풍탁의 면에 닿도록 움직이게 하려면 더 큰 풍력
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풍탁의 면
에 닿지 못해 전혀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봉형 치게는 용도에 맞
게끔 철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무거운 치게가 움직이기에 직
경이 넓은 풍탁은 적합하지 않다.69) 따라서 고려시대에 이르러 풍탁
에 장식문양이 많아지고 치게와 연결구의 기능이 분리된 현상은 풍탁
이 대형화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제2장에서 다루었듯이 풍탁은 보통 탑이나 건물의 처마에 걸어 사
용한다. 탑 혹은 건물이 만들어지고 그 건축물에 적합하게끔 풍탁이 
제작된다. 따라서 풍탁의 크기가 고려시대에 이르러 대형화된 현상은 
풍탁이 걸리는 건축물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
히 고려시대에 탑이나 건물이 대형화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
는다. 풍탁의 크기가 대형화된 현상은 풍탁의 사용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풍탁은 초기에 주로 석탑에 한정되어 사용되
다가 이후 목탑과 건물로 사용처가 점차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석탑
은 재료의 특성상 목탑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일반적지만 목탑과 건
물은 기본 재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큰 규모로 세워질 수 있다. 비교
적 제작 시기가 명확한 16점의 유물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통일신라시
대의 탁은 목탑이나 건물지가 아닌 오로지 석탑에서 발굴된 사례만이 
존재하며,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야 목탑과 건물지에서 발굴된 사례가 
등장한다. 삼국시대의 유일한 풍탁이자 미륵사지 석탑 기단부 근처에
서 출토된 금동풍탁은 초기의 풍탁임에도 비교적 크기가 크다. 이는 
미륵사지 석탑이 목탑을 재현한 탑이기 때문에 다른 석탑에 비해 비

69) 말흘리 출토 금동풍탁(도 100-118)은 독특하게도 원형의 평면을 지니고 있으며, 
중형의 풍탁이나 장식문양이 없고, 두꺼운 봉형의 철제 치게를 갖추고 있어 풍탁
의 전형적인 모습,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통일신라와 고려 두 시
대의 특징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공반 유물과의 상대 편년으로 통일신라 말에 
제작된 풍탁임이 밝혀졌으나, 양식 면에서도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이행하
는 과도기에 등장한 풍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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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시대가 이행
하며 목탑과 건물로 풍탁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고 변화된 사용처에
는 크기가 큰 풍탁이 걸맞았다. 대형화된 풍탁은 여러 장식문양으로 
채워졌으며, 풍탁의 크기에 맞게끔 연결구와 치게의 역할이 분리되었
다. 치게는 커진 풍탁의 몸체에 보다 잘 부딪칠 수 있게끔 직경이 넓
은 십자형 혹은 원형 등으로 제작되게 된다.70)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풍탁을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헌자료를 정리하였다.71) 경전과 경전을 제
외한 일반 사료 두 종류의 문헌들은 대부분 절에 있는 풍탁을 서술하
는 공통점이 있으나 풍탁을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경전 외의 
연구 대상이 된 일반 사료는 대부분 시로 시 속에서 풍탁은 청각적 
심상을 표현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일반 사료에서 풍탁이 전하는 
심상은 시적 자아가 세속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맞이하며 
느끼는 심신의 즐거움을 나타낸다. 또한 새벽녘이나 황혼녘의 어슴푸
레한 빛과 어둠이 주는 쓸쓸함과 고독을 배가시킨다. 시인은 풍탁 소
리 자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사랑스러운 소리를 전한는 
매개물이나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경전에서 묘사된 탁과 영은 탑을 장엄하는 데 쓰이는 등 공양
의 의미를 내포한다. 여기서 탁과 영의 공양은 중생의 죄업을 소멸시
키고 그들을 득도와 극락왕생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탁과 
영은 음악을 연주하여 환희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갖가지 법문을 
연설하여 번뇌를 소멸시키고 깨달음과 해탈로 이끈다.72) 마지막으로 

70) 754-755년에 제작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도 22, 23)는 통일신라시
대에도 풍탁을 목조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풍탁의 상세 출토지와 대형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통일신라 중반에는 목조건물에 
풍탁이 사용되더라도 대형의 다층 누각이 아닌, 작은 규모의 건물에 한정되어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려시대 풍탁의 양식을 예고하는 변화가 10세기
부터 시작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대형의 목조건물에 풍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
지 역시 통일신라 말에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71) 분석 대상이 되는 원문은 부록 1과 부록 2로 논문 말미에 수록하였다.
72) 이와 관련되어 경전의 다음 내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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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로 길인과 흉인을 구분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일을 예언하는 신이
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사료에서 관찰할 수 있는 풍탁의 위치와 의미를 고려했을 때 
당시 일반 사회에서의 풍탁은 세속에 속하지 않는, 불교와 관련된 물
건이자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전달하는 음향도구이다. 풍탁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소리 혹은 쓸쓸하고 고독한 소리 등 상반된 감정
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경전에 나타나는 풍탁은 여래의 음성과 같은 
역할을 하며, 기적을 불러오고, 장엄구이자 공양구의 일종으로서 종교
적 의미를 갖는다. 불교에서 중생을 중요한 도달점, 즉 번뇌와 죄업 
소멸, 극락왕생, 깨달음, 해탈, 득도로 이끄는 풍탁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법음구이다. 고려가 멸망한 지 2년 후인 1394년에 제작된 
회암사지 풍탁(도 9)에는 풍탁의 소리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이 본심불
(本心佛)을 깨닫도록 하며, 그 공양을 통해 연(緣)을 받들어 조선의 
국호가 만세에 전해지고 전쟁이 영원히 그치며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
고 같은 마음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명문73)이 적혀있다. 경전에서
와 같이 하나의 음성으로 각기 다른 개인의 마음에 다가가 깨달음을 
부르고 기적을 일으키는 풍탁의 종교적 의의가 회암사지 풍탁의 명문
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 왕실에서 이득분(李得芬)을 공덕주(功德主)
로 삼아 제작한 회암사지 풍탁은 왕실이 절을 희사하면서 품었던 종
교적 희구를 응축하여 나타낸 물건이다. 고려시대 직후의 사람들은 
풍탁이 종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지하고 있었으며, 왕실까지

   『大方廣佛華嚴經』卷15, (K.1262), T.293, 10:728b, “寶多羅樹覆寶鈴網微風吹動 
出微妙音 如自在天善口天女.”

   『大方廣佛華嚴經』卷51, (K.80), T.279, 10:269a, “復次佛子譬如自在天王有天采女
名曰善口於其口中出一音聲其聲則與百千種樂而共相應一一樂中復有百千差別音聲
佛子彼善口女從口一聲出於如是無量音聲當知如來亦復如是於一音中出無量聲隨諸
眾生心樂差別皆悉遍至悉令得解佛子是為如來音聲第四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선구천녀(天女)는 한 음성을 내나 그 한 음성에 여러 가지 음성이 담겨있다. 이는 
여래의 음성과 같은데, 그 여러 음성이 각자 다른 개인의 마음에 다가가 해탈로 
이끄는 것이다. 풍탁의 소리가 해탈로 이끄는 과정도 이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
다. 

73) 각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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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바람을 풍탁에 명문으로 남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
다. 
  풍탁은 불가에서 사용되는 다른 법음구(法音具)들과 달리 특정한 용
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풍탁은 의식, 행사 혹은 시각을 알리는 데 사
용되거나 수행에 큰 도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다. 제작된 풍탁은 사람
에 의해 소리가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바람에 의해 불시에 소
리를 만들어낸다.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와 실용적 용도가 부재한 풍
탁이 오랫동안 불가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불교를 상징하는 소리 도구
로 서술되어 왔다는 사실은 오히려 풍탁이 종교적 상징성을 강하게 
띈 법음구라는 점을 의미한다. 금으로 도금된 풍탁이 전 시대에 걸쳐 
많이 제작되었다는 점 역시 풍탁의 종교적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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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제작된 한국 풍탁을 중
심으로 풍탁의 명칭과 기원, 설치 위치와 방식 등을 살폈다. 필자는 
개별 유물의 양식적 특징과 출토 정보를 활용하여 풍탁의 형태와 장
식 및 편년에 있어 주목할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 논문은 풍
탁의 양식적 변천을 추적하고 문헌자료를 토대로 풍탁이 변화하게 된 
이유와 의미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탁(鐸)·영(鈴)·경(磬) 중 탁은 늦어도 8세기부터 풍탁을 가리키는 용
어로 사용되어 왔다. 작은 탁 혹은 넓은 범주의 음향도구를 나타내는 
영은 탁과 함께 풍탁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반면 경은 현대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나 재질, 원리, 생
김새에서 풍탁과 차이가 있어 풍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가
능성은 낮다. 
   풍탁은 기존에 있던 음향도구인 탁의 양식과 구조를 기반으로 중
국이 인도로부터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중국에서는 6세기경, 한국에서는 7세기경에 최초로 풍탁을 탑과 건물 
처마 등에 달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풍탁이 묘사된 문헌자료와 유물을 종합하여 정리함으로
써 풍탁의 설치 위치와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풍탁의 주된 설치 
장소는 절, 그 중에서도 탑이었다. 탑 이외에도 절의 전각, 불문(佛門) 
등에 풍탁이 설치된 경우도 문헌기록상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로 절 
이외의 장소에 풍탁이 설치된 경우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풍
탁은 탑 혹은 건물의 장엄 시 섬유 혹은 보석으로 된 그물이나 번과 
함께 사용되기도 했다. 풍탁은 목조 건축물의 추녀마루나 추녀에 풍
탁을 입에 문 서수 장식과 함께 설치되기도 하였다. 삼성미술관 리움
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용두 장식과 풍탁 일괄은 추
녀 끝에 용두 장식을 리벳으로 고정하고 용두가 입에 물고 있는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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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풍탁을 연결하는 설치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풍탁이 
석조에 설치될 경우에는 옥개석 윗면과 아랫면을 관통한 구멍 혹은 
측면의 구멍을 이용해 연결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구체적인 연결방식
은 현존하는 석탑에 남아 있는 흔적과 석탑을 재현한 소형 금속탑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풍탁으로 분류되어 개별적으로 서술되어 왔던 탁
류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출토품과 전세품(傳世品)으로 나눠 
입면, 평면, 하단 모양, 돌대의 유무와 같은 양식을 살폈다. 또한 출
토지, 부속구, 장식문양 등을 근거로 하여 풍탁의 여부와 편년을 재고
하였다. 필자는 논지 전개에 있어 탁류 내에 존재하는 양식적 공통성
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양식을 지닌 탁류의 대부분이 용도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풍탁으로 명명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
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각 사례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통
해 해당 사례가 풍탁일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토
대를 마련하였다.
  모자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모자탁은 비교
적 둔중한 자탁이 치게나 바람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서 풍탁의 효율적 기능을 돕는 데 반(反)하는 형태이다. 모자탁의 실
례로 언급된 청주 사직동 출토의 탁은 두 탁이 겹쳐있는 상태로 출토
되었으나 각각의 탁은 별도의 치게를 지니고 있다. 모자탁의 모습이 
재현되었다고 여겨지는 유물의 경우, 탁의 몸체 아래에 달린 물체가 
자탁인지 과장되게 그려진 바람판인지의 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
  여러 형태의 풍탁 중 양식적 구성이 유사한 종형(鐘形) 풍탁, 방형
(方形) 풍탁은 주목할 만하다. 종형 풍탁은 연호형의 하단, 사다리꼴
의 입면, 행인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돌대를 갖추고 있
다. 반원형의 입면 혹은 사각형의 평면을 지닌 것과 종의 유(乳), 유
곽(乳廓), 당좌(撞座) 등을 갖춘 것들도 존재한다. 종형 풍탁은 풍탁이 
등장한 초기부터 고려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방형 풍탁은 
연호형의 하단, 사다리꼴의 입면, 사각형의 평면과 돌대가 있는 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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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방형풍탁은 다양한 모양의 입면 구멍과 장식문양을 보여주는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풍탁이다.
  탁의 다양한 장식문양 중 연화문과 범자문은 양식의 유무와 변천에 
따른 상대편년이 비교적 정확한 문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연화문 기와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량이 출토되었다. 한편 범자문은 원나라 밀교의 
영향으로 고려 12세기부터 기와 문양으로 등장하였다. 일례로 미륵사
지 출토 풍탁의 연화문이 7세기 전반의 백제 기와의 연화문과 양식적
으로 유사함을 확인하여 현존 최고(最古)의 풍탁임을 재확인할 수 있
었다.
  삼국 및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시대가 이행하며 풍탁은 대형화되고 
돌대가 있는 탁들이 많이 만들어지며 장식문양이 증가한다. 평면은 
행인형(杏仁形) 혹은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연결구와 치게의 역할을 겸하던 봉형(棒形)의 금구는 점차 별도의 연
결구와 치게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는 보다 면말하게 양식 변천을 고
찰하기 위해서 유형 분류와 개별 서술을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 시점의 상한과 하한의 기간이 4세기를 넘지 않는 탁들을 편년 
기준작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풍탁에 장식문양이 증가하고 연결구와 치게가 
분리된 것은 풍탁이 대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탁 크기의 변
화는 결국 풍탁이 설치된 건물의 성격 및 규모의 변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대와 출토지가 비교적 명확한 탁을 살펴보았을 때,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은 석탑에서 발굴된 사례만 존재하며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야 목탑과 건물지에서 발굴된 사례가 등장한다. 즉, 통일신라
에서 고려로 시대가 이행하면서 석탑에서 목탑과 건물로 풍탁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되었다. 그 결과 크기가 대형화된 풍탁이 요구되었다.
  풍탁은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풍탁은 제작 초
기부터 현재까지 세속을 떠난, 불교와 관련된 음향구로 생각되어 왔
다. 불교 내에서 풍탁은 여래의 음성과 같은 역할을 하며, 기적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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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오는 장엄구이자 공양구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풍탁은 중생
을 번뇌와 죄업의 소멸, 극락왕생, 깨달음, 해탈, 득도로 이끄는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는 혹은 
뚜렷한 목적을 지닌 법음구가 아님에도 금으로 도금된 풍탁이 전 시
대에 걸쳐 많이 제작되었다는 점은 풍탁의 종교적 중요성을 증명해 
준다.

  그 동안 미술사학계에서 풍탁은 다른 금속 유물에 비해 비교적 적
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적어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가(佛
家)와 세속 모두 풍탁을 중요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귀한 재료
로 공력을 들여 만든 물품이었던 풍탁에는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기
술과 양식이 밀도 높게 반영되어 있다. 즉 풍탁은 당시의 종교적·사회
적 맥락 및 금속공예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따라서 풍탁에 대한 연구는 공예사 연구 전반에 걸쳐 중요한 학문적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풍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동
시대 다른 공예품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이전의 풍탁만을 주로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관한 타 지역과 시간상의 사례를 일부 
서술했다고 해도 풍탁의 종횡상 교류를 한자리에서 폭넓게 보여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풍탁의 유형 분류에 정확성을 기하
고자 비교적 편년이 비교적 명확한 소수의 사례만을 다뤘다는 점에서 
이 글은 또 하나의 한계를 지닌다. 풍탁의 사례, 특히 편년 기준작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작은 양식 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는 유형 분류가 
이루어지고, 작품의 제작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양식 구분의 기준이 
보다 정확하게 마련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서는 유물 한 건 한 건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섬세한 
양식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대하며 보다 
종합적인 풍탁 연구를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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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풍탁이 등장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사료

1. 仁陽寺碑(뒷면)
癸未年(803)(중략)同年仁陽寺佛門四角鐸成 

2. 崔致遠(857-?), 『孤雲先生文集』卷3 碑 大嵩福寺碑銘 竝序
玉刹法堂上左右白竿掛蓬溟之月兩朶霜蓮金鈴激松澗之風四時天樂

3. 林椿(12세기), 『西河先生集』卷2 古律詩 六十三 九月五日 與友人遊
龍興寺海雲房確師求詩分韻得閣字  
麀鹿性難馴城市非所樂魚龍不厭深久思江湖躍而我心不羈矯翼望寥廓嗟
爲名所牽宿志負丘壑爲有相携人晚步同出郭崎嶇入幽洞巖谷如棋錯深溪
亂淸流數里橫野杓蒼然暮靄間孤塔靑山脚黃昏始投寺古殿鳴風鐸明月上
峯頭松陰寒落落高人笑相迎笑語破寂寞壺傾大道漿淸夜開小酌坐久渾不
寐狂吟雜戲謔問子何年中 構室煥丹雘自云嗜爲善千金盡傾橐焚香禮白
毫燕坐淸風閣此外更無事豈羨楊州鶴 

4. 李奎報(1168-1241), 『東國李相國全集』卷10 古律詩 遊竹州萬善寺 
次板上諸學士詩韻二首
寺藏靑草暗路入碧蘿深谷密閑雲聚園荒猛燒侵曉風饒鐸舌夕月浸潭心好
在靑山色休官欲重尋 
曲澗水微咽空巖雲自廻烟輕霜練靜山嫮畵屛開黃犢駄童去靑猿送客來爲
憐風景好下馬更低徊 

5. 李奎報(1168-1241), 『東國李相國全集』附錄 白雲小說
爐火煙中演梵音寂寥生白室沉沉路長門外人南北松老巖邊月古今空院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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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饒鐸舌小庭秋露敗蕉心我來寄傲高僧榻一夜淸談直萬金 

6. 李奎報(1168-1241), 『東國李相國全集』卷17 古律詩 兒輩以風甌掛
樹其聲可愛以詩狀之  
誰聯靑玉片高掛綠林梢工席敲方響仙樓吸洞蕭候風嫌暫靜看樹喜頻搖莫
較啼枝鳥堪欺嘒葉蜩塔鈴終日語天樂半空飄深苑凄涼景閑窓寂寞宵亂棖
全似競微動乍如遙休道聲無譜分明曲自調 

7. 李穀(1298-1351), 『稼亭先生文集』卷20 律詩 次金山寺壁上韻 
春到靑丘日欲中勝遊要及未農功爲尋海上蓬萊境因訪人間覩史宮危構簷
牙磨北斗法音鐸舌語東風更思杖屨窮幽絶滿壑烟霞路易窮 

8. 李穀(1298-1351), 『稼亭先生文集』卷16 律詩 居近呈順菴  
居近靑蓮宇偸閑步屧頻風聲鈴對語月影塔分身室邇烟霞古園春物象新知
師厭塵俗唯不避詩人 

9. 元天錫(1330-?), 『耘谷行錄』卷3 詩 上院寺 
楓林秋欲晚松寺日將曛依舊洞天遠重新殿宇分客心淸似水僧語淡如雲靜
坐發深省風鈴聲可聞 

10. 『東文選』卷15 七言律詩 多景樓 陪權一齋用古人韻同賦  
李齊賢(1287-1367)
楊子津南古潤州幾番歡樂幾番愁佞臣謀國魚貪餌黠吏憂民鳥養羞風鐸夜
喧潮入浦煙蓑暝立雨侵樓中流擊楫非吾事閑望天涯范蠡舟 
10-1. 李齊賢(1287-1367), 『益齋亂稿』卷1 詩 多景樓 陪權一齋用古
人韻同賦  
楊子津南古潤州幾番歡樂幾番愁佞臣謀國魚貪餌黠吏憂民鳥養羞風鐸夜
喧潮入浦煙蓑暝立雨侵樓中流擊楫非吾事閑望天涯范蠡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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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東文選』卷17 七言律詩 遊東巖 
鄭思道(1318-1379)
無家遠客寄山中試得禪家定裏功脚困危梯緣絶壁眼明飛閣聳層空踈鍾隱
隱催西日高鐸鈴鈴響北風夜坐蒲團心正靜老僧無語佛燈紅 

12. 『東文選』卷13 七言律詩 普賢院
釋惠文(?-1234)
爐火煙中演梵音寂寥生白室沉沉路長門外人南北松老巖邊月古今空院曉
風饒鐸舌小庭秋露敗蕉心我來寄傲高僧榻一夜淸談直萬金 

13. 李穡(1328-1396), 『牧隱詩藁』卷26 詩 廿五日入聖居山明日設齋薦
先妣 回至山臺巖韓柳巷設食以迓門生崔通憲亦在晚而還家雖遇勝景不
敢吟哦困而就寢頹然達旦則所謂勝景十忘七八矣恐遂遺佚追賦數首廿七
日也  
入山
騎馬出東門沙川秋氣晴馳過山臺巖華藏高嶺橫仰見石壁底僧房斜日明崎
嶇上檜頂天際峯巒平一嘯立須臾豁我方寸情降睨玄化橋無由迂我行半空
數朶峻蒼翠雲端生緩轡緣斷麓登降欣且驚峭壁倚天半雙塔風鈴鳴逢僧只
一箇蘭若藏崢嶸可望不可到怳然游化城文殊有大智忽聞鍾磬聲不勞我筋
骨曠然庭院淸稽首禮世尊頓忘世故攖無由上絶頂我步猶欹傾植杖久不動
熟眎還如盲千巖自競秀我筆眞弱兵取之卒無力望之不敢爭矧値齋心日垂
頭政思成困臥便熟睡鐘鳴知五更悠然發深省只愧難逃名 

14. 李穡(1328-1396), 『牧隱詩藁』卷21 詩 僕旣兩讚公示自嘲之作不容
默默 又用其韻其題曰擬自嘲  
汝闒茸兮無英風汝心未識私乎公或時出語多爲名擧止絶類田舍翁作詩依
然村學堂羊酪是棄螺蛤嘗好酒寧憂病復作欲捲海波來注觴恒將舒散自比
黍又似風鈴獨自語逢人握手如平生傾倒肺肝身欲擧背面相笑是人人只應
前世無好因圓齊功夫已具眠餘澤浴我令圖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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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李穡(1328-1396), 『牧隱詩藁』卷13 詩 題權判閤南樓是拙翁宅判閤
其壻也  
結搆隨形勢盤桓養性靈閭閻接煙棟塔廟語風鈴井水階前碧雲山几上靑千
秋彥明父落落一文星 

부록 2. 풍탁이 등장한 경전자료

1.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3, K.1402, 38:527c
七行多羅樹周匝而圍遶眾寶以莊嚴皆懸網鈴鐸微風吹寶樹演出眾妙聲猶
如奏八音聞者生歡喜

2.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27, K.1402, 38:702c
忽於中夜聞土下鍾聲即迂記其處剡木為剎三日間忽有寶塔及舍利從地踊
出靈塔相狀青色似石而非石高一尺四寸方七寸五層露盤似西域于闐所造
面開窓子四周天鈴中懸銅磬每有鍾聲疑此磬也(중략)風雨晦朔猶聞鍾磬
之聲百姓至今多懷肅敬其迹繁矣

3. 『大唐西域記』卷2 那揭羅曷國, (K.1065), T.2087, 51:879a
重閣西北有窣堵波亦甚高大而多靈異人以指觸便即搖震連基傾動鈴鐸和
鳴

4. 『大唐西域記』卷8 摩揭陀國, (K.1065), T.2087, 51:913b
中門當塗有三精舍上置輪相鈴鐸虛懸下建層基軒檻周列戶牖棟梁壖垣階
陛金銅隱起廁間莊嚴

5. 『大般若波羅蜜多經』卷398, (K.1), T.220, 6:1060b
城及垣牆皆有却敵雉堞樓閣紫金所成瑩以眾珍光明輝煥於雉堞間廁以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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樹是一一樹根莖枝葉及以花果皆別寶成城垣樓閣及諸寶樹覆以金網連以
寶繩懸以金鈴 綴以寶鐸微風吹動發和雅音譬如善奏五支諸樂是寶城內
無量有情晝夜恒聞歡娛快樂
5-1. 『大般若波羅蜜多經』卷399, (K.1), T.220, 6:1065b
城及垣牆皆有却敵雉堞樓閣紫金所成鎣以眾珍光明輝煥於雉堞間廁以寶
樹是一一樹根莖枝葉及以花果皆別寶成城垣樓閣及諸寶樹覆以金網連以
寶繩懸以金鈴 綴以寶鐸微風吹動發和雅音譬如善奏五支諸樂

6. 『大方廣佛華嚴經』卷15, (K.1262), T.293, 10:728b
寶多羅樹覆寶鈴網微風吹動出微妙音如自在天善口天女
6-1. 『大方廣佛華嚴經』 卷51, (K.80), T.279, 10:269a
復次佛子譬如自在天王有天采女名曰善口於其口中出一音聲其聲則與百
千種樂而共相應一一樂中復有百千差別音聲佛子彼善口女從口一聲出於
如是無量音聲 當知如來亦復如是於一音中出無量聲隨諸眾生心樂差別
皆悉遍至悉令得解佛子是為如來音聲第四相諸菩薩摩訶薩應如是知

7. 『大方廣佛華嚴經』卷28, (K.1262), T.293, 10:788a
彼諸城邑一一皆有百千地神而為守護其諸城邑內外所有眾寶樹林瓔珞鬘
帶及寶鈴網諸莊嚴具微風吹動演出種種妙法音聲聞皆喜悅煩惱銷除身意
清涼法喜充滿 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得不退轉具足普賢常所稱讚妙行
功德

8. 『大方廣佛華嚴經』卷37, (K.1262), T.293, 10:831b
善財心喜入已還閉見其樓閣廣博無量同於虛空阿僧祇寶以為其地阿僧祇
宮殿 阿僧祇門闥阿僧祇窓牖阿僧祇階陛阿僧祇欄楯阿僧祇道路皆七寶
成阿僧祇幡 阿僧祇幢阿僧祇蓋周迴間列阿僧祇眾寶瓔珞阿僧祇白真珠
瓔珞阿僧祇赤真珠瓔珞阿僧祇師子珠瓔珞處處垂下阿僧祇半月阿僧祇滿
月阿僧祇繒帶以為嚴飾阿僧祇師子幢網阿僧祇摩尼網阿僧祇妙金網阿僧
祇金線網間錯莊嚴羅覆其上阿僧祇寶鐸阿僧祇寶鈴風動流音其聲可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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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大方廣佛華嚴經』卷37, (K.1262), T.293, 10:833a
復聞一切諸樓閣內寶網鈴鐸及諸樂器皆悉演暢不可思議微妙法音說種種
法所謂 或說菩薩發菩提心或說修行波羅蜜行或說諸願或說諸地或說神
通心自在行或說恭敬供養如來或說莊嚴諸佛剎土或說諸佛說法差別如上
所說一切佛法悉聞其音敷暢辨了

10.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卷2, (K.427), T.848, 18:10c
四方繒憣蓋種種色相間門標異形類并懸以鈴鐸

11. 『妙法蓮華經』卷1, (K.116), T.262, 9:2c (『新羅法華經石片』 第2
石)
又有菩薩佛滅度後供養舍利又見佛子造諸塔廟無數恒沙嚴飾國界寶塔高
妙五千由旬縱廣正等二千由旬一一塔廟各千幢幡珠交露幔寶鈴和鳴諸天
龍神人及非人香華伎樂常以供養

12. 『妙法蓮華經』卷5, (K.116), T.262, 9:45b (『新羅法華經石片』 第
22石)
阿逸多是善男子善女人不須為我復起塔寺及作僧坊以四事供養眾僧所以
者何是善男子善女人受持讀誦是經典者為已起塔造立僧坊供養眾僧則為
以佛舍利起七寶塔高廣漸小至于梵天懸諸幡蓋及眾寶鈴華香瓔珞末香塗
香燒香眾鼓伎樂簫笛箜篌種種舞戲以妙音聲歌唄讚頌則為於無量千萬億
劫作是供養已

13. 『妙法蓮華經』卷5, (K.116), T.262, 9:46a (『新羅法華經石片』 第
22石)
爾時世尊欲重宣此義而說偈言若我滅度後能奉持此經斯人福無量如上之
所說 是則為具足一切諸供養以舍利起塔七寶而莊嚴表剎甚高廣漸小至
梵天寶鈴千萬億風動出妙音又於無量劫而供養此塔華香諸瓔珞天衣眾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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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燃香油酥燈周匝常照明惡世法末時能持是經者則為已如上具足諸供養

14. 『無垢淨光大陀羅尼經』卷1, (K.352), T.1024, 19:719a
若有眾生右遶此塔或禮一拜或一合掌或以一花或以一香燒香塗香鈴鐸幡
蓋而供養者則為供養九萬九千諸佛塔已是則成就廣大善根福德之聚若有
飛鳥蚊虻蠅等至塔影中當得授記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而不退轉若遙見
此塔或聞鈴聲或聞其名彼人所有五無間業一切罪障皆得消滅常為一切諸
佛護念得於如來清淨之道 是名相輪陀羅尼法

15. 『無垢淨光大陀羅尼經』卷1, (K.352), T.1024, 19:720c
若見此塔者滅五逆罪聞塔鈴聲消諸一切惡業捨身當生極樂世界若有傳聞
此塔名者當得阿鞞跋致下至鳥獸得聞其聲離畜生趣永不復受當得廣大福
德之聚

16. 『法苑珠林』卷38, (K.1406), T.269, 53:589a
雀離浮圖自作已來三為天火所災國王修之還復如本父老云此浮圖天火七
燒佛法當滅塔內佛事悉是金玉千變萬化難得而稱旭日始開則金盤晃朗微
風暫發則寶鐸鏗鏘西域浮圖最為第一

17. 『法苑珠林』卷38, (K.1406), T.269, 53:589b
雀離浮圖南五十步有一石塔其形正直舉高二丈甚有神變能與世人表作吉
凶之徵 以指觸之若吉者金鈴鳴應若凶者假令人搖亦不肯鳴

18. 『法苑珠林』卷61, (K.1406), T.269, 53:744c
至建平四年四月天靜無風而塔上一鈴獨鳴澄謂眾曰鈴音云國有大喪不出
今年矣(중략)至虎建武十四年七月石宣石韜將圖相殺宣時到寺與澄同坐
浮圖一鈴獨鳴澄謂宣曰解鈴音乎鈴云胡子落度

19. 『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卷1, (K.1290), T.950, 19:196b



74

說此真言已三千大千世界如寶爓燈形無量間錯照曜與蓮花色帝青寶蘂為
爓晃曜而現一切虛空際一切寶聚為寶帳間錯鈴鐸一切莊嚴

20. 『御製秘藏詮』卷21 馥郁軿羅寶殿而煙霞舉措, (K.1259), 35:921b
本行經云太子生至第三日迆邐廻宮寶鐸吟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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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목 록

도 1. <風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34.
도 2. <金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11.
도 3. <銅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34.
도 4. <木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11.
도 5. <單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34.
도 6. <賈鐸, 車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34.
도 7. <金銅鎮鐸>, 奈良時代 757년, 身高16.3 口10.8 바람판幅
19.6cm, 正倉院 南倉 소장.
도 8. 도 7의 세부(명문).
도 9. <금탁(琴鐸)>, 조선 1394년, 22.6×30.0cm, 국립중앙박물관 소
장, 양주 회암사지 출토.
도 10. 동제풍탁, 조선 1436년, 高14.2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양산 통도사 출토.
도 11. 동제풍탁, 조선 1436년, 高14.2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양산 통도사 출토.
도 12. <石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3. <玉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4. <編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5. <離磬, 簥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6. <笙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7. <頌磬, 歌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8. <阿彌陀淨土圖>, 北齊 6세기, 158.9×334.5cm, Freer 
Gallery of Art 소장, 邯鄲市 南響堂山石窟 第2窟 출토.
도 19. 도 18의 세부.
도 20. 돈황 막고굴 428굴 주실 서벽 벽화, 北周 6세기.
도 21. 도 20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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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 통일신라 754-755년, 잔편 
25.7×10.9, 24.0×9.3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국보 196호.
도 23. 도 22의 세부.
도 24. <금동풍탁설>, 백제 6-7세기, 幅16.3cm, 국립부여박물관 소
장,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도 25. <금동풍탁바람판>, 백제 6-7세기, 10.0×12.5cm, 국립부여박
물관 소장,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도 26.  <금동풍경판>, 백제 6-7세기, 現11.1×12.2cm, 소장처 불명,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도 27. <사리내함>, 통일신라 682년, 高16.5cm, 국립중앙박물관 소
장,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도 28. <사리기 금제풍탁>, 통일신라 682년, 長0.5-0.7cm,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도 29. <銅板法華說相>, 飛鳥時代 686년, 84.0×75.0cm, 長谷寺 소
장.
도 30. 도 29의 세부.
도 31. <金銅鎮鐸>, 奈良時代 8세기, 身高17.0 口8.4 바람판幅
21.0cm, 正倉院 南倉 소장.
도 32. <청동용두당간칠층탑문판>, 고려, 25.6×11.0cm,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도 33. <동제선각비로자나삼존불원형경상>, 고려 14세기, 徑27.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하동 부춘리 출토.
도 34. <보협인다라니경6-2 변상도>, 고려 13세기, 45.0×32.0cm, 안
동 보광사(불교중앙박물관) 소장,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
유물, 보물1751호.
도 35. <탑인>, 통일신라, 구례 화엄사 소장, 화엄사서오층석탑 출토, 
보물 1348호.
도 36. <보협인다라니경 변상도>, 고려 1007년, 6.9×239.1cm, 東京
國立博物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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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묘법연화경 권7 9층탑>, 고려 1332년, 19.3×10.8cm, 鍋島報
效會 소장.
도 38. <금동사리외함>, 통일신라 682년, 總高28.0 底18.8×18.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보물 1359호.
도 39. 도 38의 세부.
도 40. <금동방형사리합>, 통일신라, 6.8×3.3×7.0cm,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불국사 석가탑 출토.
도 41. <금동사리기>, 고려, 高16.6cm, 동아박물관 소장.
도 42. <사리기 일괄>, 고려 10세기, 殿閣高15.7 壺高2.5cm, 국립광
주박물관 소장, 광주 구동  오층석탑 출토.
도 43. <금동보탑>, 고려, 高28.0 幅8.7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도 44. 도 43의 세부.
도 45. <금동대탑>, 10-11세기, 高155.0 基壇63.0×63.0cm, 삼성미술
관 리움 소장, 국보 213호.
도 46. 도 45의 세부.
도 47. <금동소탑>, 고려 초, 高18.5cm, 평양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
장, 개성 불일사 오층석탑 출토.
도 48. 도 47의 세부.
도 49. <청동삼층소탑>, 통일신라 8세기 초, 高12.3cm,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출토.
도 50. 도 49의 세부.
도 51. <금제구층탑>, 조선 14세기, 總高13.0 底6.0×6.0cm, 불교중
앙박물관 소장, 남양주 수종사부도 출토, 보물 259-2호.
도 52. 도 51의 세부.
도 53. <연기법송탑상문전>, 통일신라, 17.5×12.0 厚5.0cm, 동국대학
교박물관 소장.
도 54. 도 53의 세부.
도 55. <탑상문전>, 통일신라, 8.3×5.8 厚4.9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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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6. <불상문전>, 통일신라 8세기, 20.8×6.3cm, 국립경주박물관 소
장, 전 청도 불영사 출토.
도 57. <탑상문전>, 통일신라, 11.5×16.5 厚7.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주 석장사지 출토.
도 58. <탑상문전>, 통일신라, 11.5×16.5 厚7.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울산 중산리사지 출토.
도 59. <구층마애탑>, 통일신라 9세기, 高496.0cm, 탑곡 제2사지 마
애조상군 1북면.
도 60. <경갑>, 고려 13세기 전반(14세기 전반), 6.5×3.5cm,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 보물 691호.
도 61. <대방광불화엄경 권72 변상도>, 畵面24.5×45.5cm, 元 1291
년(고려 사경승에 의해 제작 추정),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도 62. 도 61의 세부.
도 63. <대방광불화엄경 권73 변상도>, 畵面24.5×45.5cm, 元 1291
년(고려 사경승에 의해 제작 추정),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도 64. 도 63의 세부.
도 65. <관경서품변상도>, 고려 13세기 말, 150.5×113.2cm, 西福寺 
소장.
도 66. 도 65의 세부.
도 67. <관경십육관변상도>, 고려 13세기 말-14세기 초, 
299.7×149.9cm, 大高寺 소장.
도 68. 도 67의 세부.
도 69. 도 67의 세부.
도 70. <관경십육관변상도>, 고려 13세기 말, 202.8×129.8cm, 西福
寺 소장.
도 71. 도 70의 세부.
도 72. 도 70의 세부.
도 73. 도 70의 세부.
도 74. 薛冲·李□, <관경변상도>, 고려 1323년, 224.2×139.1cm, 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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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院 소장.
도 75. 도 74의 세부.
도 76. <經幢浮彫>, 後蜀 961년, 內江市 安嶽臥佛院 第52号龕.
도 77. 도 76의 세부.
도 78. <堆黑樓閣人物文大合子>, 南宋, 口34.4cm, 林原美術館 소장.
도 79. 도 78의 세부.
도 80. <堆黑樓閣人物文香爐台>, 南宋, 徑31.8cm, 德川美術館 소장.
도 81. 도 80의 세부.
도 82. <燒藍亭橋擺件>, 淸.
도 83. 도 82의 세부.
도 84. <觀經十六觀變相圖>, 鎌倉時代, 209.0×104.5cm, 長香寺 소
장.
도 85. 도 84의 세부.
도 86. <靈山變相圖>, 北宋, 78.0×42.1cm, 淸凉寺 소장.
도 87. 도 86의 세부.
도 88. <七級樓閣式金佛塔>, 淸, 總高43.0cm, 南京博物院 소장.
도 89. 도 88의 세부.
도 90. <銀地宮殿>, 南宋 1114년, 總高68.5 面闊34.0 進深24.7 基座
51.0×48.5cm, 寧波市 天封塔 地宮 출토, 天一閣博物館 소장.
도 91. 도 90의 세부.
도 92. <풍탁>, 高37.5 幅17.5×20.5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 93. 도 92의 세부.
도 94. <금동용두토수>, 高30.5 幅35.2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
물 781호.
도 95. <Wind Chime>,  高38.7 幅18.4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도 96. 도 95의 세부.
도 97. <Rafter Finial in the Shape of a Dragon Head>, 長39.4. 
高29.8 幅22.9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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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8. <佑國寺塔(鐵塔)>, 北宋 928(1049), 高55m, 河南省 開封市.
도 99. 도 98의 세부.
도 100.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8 徑8.2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1.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2 徑8.4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2. <금동풍경>, 통일신라, 總高23.4 高15.1 徑7.8cm, 국립김해
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3.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2 徑8.4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4.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2 徑7.8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5. <금동풍경>, 통일신라, 總高21.0 高16.4 徑8.3, 국립김해박물
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6.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6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7.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2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8. <금동풍경>, 통일신라, 總高17.0 高14.8 徑7.7, 국립김해박물
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9.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9 徑8.3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0. <금동풍경>, 통일신라, 總高23.1 高16.3 徑8.3cm, 국립김해
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1.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8 徑7.8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2.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2 徑8.6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3.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4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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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4.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2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5.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2 徑7.8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6.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7.1 徑8.5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7.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0 徑7.6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8.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0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
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9. <금동풍탁>, 7-9세기, 4.8×3.3cm,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
장, 창녕 술정리사지 출토.
도 120. <청동풍탁>, 12.0×5.8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
지 출토.
도 121. <금동제풍탁>, 高5.1 幅3.5cm, 경주 출토.
도 122. <금동풍탁>, 백제 7 세기, 14.0×8.7cm, 원광대 마한백제문
화연구소 소장,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도 123. <금동풍탁>, 9-10세기, 8.8×5.2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24. <청동풍탁>,  27.8×14.7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감
은사지 출토.
도 125. <청동풍탁>, 總高55.0 高25.5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단
양 중방리사지 출토.
도 126. 도 125의 뒷면.
도 127. <금동제풍탁>, 9-10세기, 高4.9cm,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양
양 선림원지 출토.
도 128. <금동풍탁>, 9-10세기, 總高8.0 高5.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양양 선림원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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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9. <금동풍탁>, 9-10세기, 4.2×1.8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0. <금동풍탁>, 9-10세기, 4.2×1.8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1. <금동풍탁>, 9-10세기, 4.1×1.7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2. <금동풍탁>, 9-10세기, 4.2×1.6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3. <금동풍탁>, 9-10세기, 4.2×1.7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4. <금동풍탁>, 9-10세기, 3.9×1.7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5. <금동풍탁>, 9-10세기, 4.1×1.7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6. <금동풍탁>, 9-10세기, 4.1×2.1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7. <금동풍탁>, 9-10세기, 3.9×2.1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8. <금동풍탁>, 9-10세기, 4.2×2.3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9. <동제풍탁>, 5.5×4.7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40. <금동풍탁>, 고려, 6.1×3.9cm,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 
서산 보원사지 출토.
도 141. <청동풍탁>, 6.7×2.9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영덕 묘장사
지 출토.
도 142. <금동풍탁>, 9.2×4.4×4.2cm,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경주 
출토.
도 143. <금동제풍탁>, 5.1×4.7cm, 국립중앙박물관(국립춘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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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홍천 출토.
도 144. <청동풍탁>, 現24.0×17.8,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황룡
사지 출토.
도 145. <금동풍탁>, 12-13세기, 高 22.8cm, 국립진주박물관(신라대
학교박물관) 소장, 거창 천덕사지 출토.
도 146. 도 145의 내부.
도 147. 도 145의 도면(부산여자대학박물관, 『居昌壬佛里天德寺址』
(釜山女子大學博物館, 1988), p. 191.).
도 148. <일휘문평와당>, 고려, 徑14.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49. <風鈴>, 遼, 應縣 釋迦塔(程乃蓮, 「應縣釋迦塔的風鈴及其造
型藝術」, 『山西大同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2), p. 35.).
도 150. <청동풍탁>, 12.0×3.8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황룡사
지 출토.
도 151. <금동제풍탁>, 現2.4×2.0(5.9×5.4)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황룡사지 출토.
도 152. <'長信孝'명 동제풍탁>, 6.1×4.1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3. <동제풍탁>, 5.5×3.5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4. <동제풍탁>, 7.1×4.7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5. <동제풍탁>, 10.1×5.4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6. <동제풍탁>, 高10.4-11.3 徑7.8-8.4,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7. <동제풍탁>, 6.0×4.4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8. <동제풍탁>, 10-13세기, 18.9×7.0cm, 국립중앙박물관(중앙
문화재연구원) 소장, 안성 장능리사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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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9. <금동풍탁>, 高23.0cm, 강진 월남사지 출토.
도 160. 도 159의 세부(명문).
도 161. <금동풍탁>, 6.8×5.2cm, 직지사성보박물관 소장, 김천 직지
사 출토.
도 162. <풍탁>, 高14.5cm, 국립경주박물관소장, 경산 압량면 출토.
도 163. <금동풍탁>, 9.7×5.5cm,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소장, 파주 선
유리 출토.
도 164. 도 163의 내부.
도 165. <청동제풍탁>, 6.3×4.0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성동
동 출토.
도 166. <금동풍탁>, 6.1×3.8×3.7cm,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개성 
출토.
도 167. <금동풍탁>, 身3.5×2.5cm, 충청대학교박물관 소장, 충주 숭
선사지 출토.
도 168. <금동풍탁>, 3.5×2.5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충주 숭선사
지 출토.
도 169. <동제풍탁>, 8.5×5.2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70. <금동풍탁>, 總高31.9 身高28.5 幅15.4cm, 충청대학교박물
관 소장, 충주 숭선사지 출토.
도 171. <동제풍탁설>, 16.65×19.4cm, 충청대학교박물관 소장, 충주 
숭선사지 출토.
도 172. <금동제풍탁형장식>, 9세기, 現5.7×2.5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지 출토.
도 173. <금동제풍탁>, 9세기, 3.2×1.3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
주 구황동 출토.
도 174. <동제풍탁>, 4.5×4.1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75. <동제풍탁>, 7-10세기, 高 4.6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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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압지 출토.
도 176. <동제풍탁>, 7-10세기, 高 4.6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
주 안압지 출토.
도 177. <동탁>, 高4.8cm,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소장, 안성 
봉업사지 출토.
도 178. <청동풍탁>, 19.1×13.0cm,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
장,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도 179. <청동풍탁>, 6.5×3.6cm, 국립중앙박물관(국립부여박물관) 소
장, 서산 출토.
도 180. <금동풍탁>, 高37.2 幅24.0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 181. <금동풍탁>, 高11.5cm, 호림박물관 소장.
도 182. <금동풍탁>, 5.7×2.8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도 183. <청동풍탁>, 고려, 各 高25.5 幅13.0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 184. <청동풍탁>, 4.6×3.6cm, 일산 원각사 소장.
도 185. <청동풍탁>, 5.7×4.0cm, 일산 원각사 소장.
도 186. <청동풍탁>, 7.2×5.2cm, 일산 원각사 소장.
도 187. <금동불상문풍탁>, 3.8×2.6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88. <금동불상문풍탁>, 4.2×2.8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89. <금동제풍탁> 4.0×2.6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0. <금동제풍탁> 4.4×3.0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1. <금동범자문풍탁>, 5.4×3.3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2. <금동풍탁>, 13.4×2.8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3. <동제풍탁>, 15.6×1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94. <동탁>, 18.9×8.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95. <청동방울>, 高15.0-16.2cm, 경희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6. <동제풍탁>, 高18.0-19.0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7. <금동제풍탁>, 5.3×3.8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 198. <연꽃무늬 수막새>, 백제, (추정)徑15.0cm, 국립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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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도 199. <서까래기와>, 백제, 徑15.2cm,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도 200. <연화문수막새>, 통일신라, 徑15.0 厚2.0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안압지 출토.
도 201. <연화문수막새>, 고려, 徑16.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춘궁리 동사지 출토.
도 202. <청녕사년명동종>, 1058년, 高83.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1166호.
도 203. 도 202의 세부.
도 204. <연화문수막새>, 12세기, 徑14.0, 남원 만복사지 출토.
도 205. <가릉빈가수막새>, 통일신라, 徑17.0 厚2.0cm, 국립경주박물
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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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風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34

  
도 2. <金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11

  
도 3. <銅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34

 

도 4. <木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11

  
도 5. <單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34

  
도 6. <賈鐸, 車鐸>, 北宋 
12세기, 『樂書』卷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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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금탁(琴鐸)>, 조선 1394년, 
22.6×30.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양주 회암사지 출토

도 7. <金銅鎮鐸>, 
奈良時代 757년, 
身高16.3 口10.8 
바람판幅19.6cm, 
正倉院 南倉 소장

도 8. 도 7의 
세부(명문)

도 10. 동제풍탁, 조선
1436년, 高14.2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양산 
통도사 출토

도 11. 동제풍탁, 조선 
1436년, 高14.2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양산 
통도사 출토



89

도 12. <石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3. <玉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4. <編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5. <離磬, 簥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6. <笙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도 17. <頌磬, 歌磬>, 
北宋 12세기, 『樂書』卷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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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阿彌陀淨土圖>, 北齊 6세기, 158.9×334.5cm, Freer 
Gallery of Art 소장, 邯鄲市 南響堂山石窟 第2窟 출토

  
도 19. 도 18의 
세부

   

   

도 20. 돈황 막고굴 428굴 주실 서벽 벽화, 
北周 6세기

도 21. 도 20의 
세부

도 22.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 통일신라 754-755년, 
잔편 25.7×10.9, 24.0×9.3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국보 196호 

도 23. 도 22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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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금동풍탁설>, 
백제 6-7세기, 
幅16.3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도 25. <금동풍탁바람판>, 
백제 6-7세기, 
10.0×12.5cm,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도 26.  <금동풍경판>, 
백제 6-7세기, 
現11.1×12.2cm, 소장처 
불명,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도 27. <사리내함>, 통일신라 682
년, 高16.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도 28. <사리기 금제풍탁>, 통일신라 682년, 長
0.5-0.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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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도 29의 
세부

도 31. <金銅鎮鐸>, 
奈良時代 8세기, 身高17.0 
口8.4 바람판幅21.0cm, 
正倉院 南倉 소장

도 29. <銅板法華說相>, 飛鳥時代 
686년, 84.0×75.0cm, 長谷寺 소장

도 32. 
<청동용두당간칠층탑문판
>, 고려, 25.6×11.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33. <동제선각비로자나삼존불원형경상>, 고려 14세기, 
徑27.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하동 부춘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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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보협인다라니경6-2 변상도>, 고려 
13세기, 45.0×32.0cm, 안동 
보광사(불교중앙박물관) 소장,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 보물1751호

도 35. <탑인>, 통일신라, 구례 
화엄사 소장, 화엄사서오층석탑 
출토, 보물 1348호

도 36. <보협인다라니경 변상도>, 고려 
1007년, 6.9×239.1cm,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도 37. <묘법연화경 권7 9층탑>, 
고려 1332년, 19.3×10.8cm, 
鍋島報效會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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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금동사리외함>, 
통일신라 682년, 總高28.0 
底18.8×18.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보물 
1359호

도 39. 도 38의 세부 도 40. <금동방형사리합>, 
통일신라, 6.8×3.3×7.0cm,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불국사 석가탑 출토

도 41. 
<금동사리기>, 
고려, 高16.6cm, 
동아박물관 소장

도 42. <사리기 일괄>, 고려 10세기, 
殿閣高15.7 壺高2.5cm,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광주 구동 
서오층석탑 출토

도 43. <금동보탑>, 
고려, 高28.0 幅8.7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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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 도 43의 
세부

도 45. <금동대탑>, 고려 
10-11세기, 高155.0 
基壇63.0×63.0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국보 213호

도 46. 도 45의 
세부

도 47. 
<금동소탑>, 
고려 초, 
高18.5cm, 
평양조선중앙역
사박물관 소장, 
개성 불일사 
오층석탑 출토

도 48. 도 
47의 세부

도 49. 
<청동삼층소탑>, 
통일신라 8세기 
초, 高12.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출토

도 50. 
도 49의 
세부

도 51. 
<금제구층탑>, 조선 
14세기, 總高13.0 
底6.0×6.0cm,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남양주 
수종사부도 출토, 
보물 259-2호

도 52. 도 51의 
세부



96

도 56. <불상문전>, 통일신라 8세기, 20.8×6.3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전 청도 
불영사 출토

도 57. <탑상문전>, 통일신라, 11.5×16.5 厚7.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주 
석장사지 출토 

도 53. <연기법송탑상문전>, 
통일신라, 17.5×12.0 
厚5.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54. 도 
53의 세부

도 55. <탑상문전>, 통일신라, 
8.3×5.8 厚4.9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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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8. <탑상문전>, 통일신라, 11.5×16.5 厚7.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울산 
중산리사지 출토

도 59. <구층마애탑>, 
통일신라 9세기, 
高496.0cm, 탑곡 제2사지 
마애조상군 1북면

   도 60. <경갑>, 고려 13세기 
전반(14세기 전반), 
6.5×3.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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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1. <대방광불화엄경 권72 변상도>, 
畵面24.5×45.5cm, 元 1291년(고려 사경승에 
의해 제작 추정),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도 62. 도 61의 세부

도 63. <대방광불화엄경 권73 변상도>, 
畵面24.5×45.5cm, 元 1291년(고려 사경승에 
의해 제작 추정),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도 64. 도 63의 세부

도 65. <관경서품변상도>, 
고려 13세기 말, 
150.5×113.2cm, 西福寺 소장

도 66. 도 65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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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7. <관경십육관변상도>, 
고려 13세기 말-14세기 초, 
299.7×149.9cm, 大高寺 
소장

도 68. 도 67의 
세부

도 69. 도 67의 
세부

도 70. 
<관경십육관변상도>, 고려 
13세기 말, 
202.8×129.8cm, 西福寺 
소장

도 71. 도 
70의 세부

도 72. 도 
70의 세부

도 73. 
도 70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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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4. 薛冲·李□, 
<관경변상도>, 고려 
1323년, 224.2×139.1cm, 
知恩院 소장

도 75. 도 74의 
세부

도 78. 
<堆黑樓閣人物文大合子>, 
南宋, 口34.4cm, 林原美術館 
소장

도 76. 
<經幢浮彫>, 
後蜀 961년, 
內江市 
安嶽臥佛院 
第52号龕

도 77. 도 
76의 세부 

도 80. 
<堆黑樓閣人物文香爐台>, 
南宋, 徑31.8cm, 德川美術館 
소장

도 79. 도 78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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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1. 도 
80의 세부 

도 82. <燒藍亭橋擺件>, 淸 도 83. 도 82의 세부 

도 84. 
<觀經十六觀變相圖>, 
鎌倉時代, 
209.0×104.5cm, 
長香寺 소장

도 85. 도 
84의 세부

도 86. <靈山變相圖>, 
北宋, 78.0×42.1cm, 
淸凉寺 소장

도 87. 도 
86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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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8. 
<七級樓閣式金佛塔
>, 淸, 
總高43.0cm, 
南京博物院 소장

도 89. 도 88의 세부 도 90. <銀地宮殿>, 南宋 
1114년, 總高68.5 面闊34.0 
進深24.7 基座51.0×48.5cm, 
寧波市 天封塔 地宮 출토, 
天一閣博物館 소장

도 91. 도 90의 세부 도 92. <풍탁>, 高37.5 
幅17.5Ⅹ20.5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 94. <금동용두토수>, 
高30.5 幅35.2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781호

도 93. 도 92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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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0.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8 
徑8.2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98. 
<佑國寺塔(鐵塔)>, 
北宋 928(1049), 
高55m, 河南省 
開封市

도 99. 도 98의 세부 

도 97. <Rafter Finial in 
the Shape of a Dragon 
Head>, 長39.4. 高29.8 
幅22.9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도 95. <Wind Chime>,  
高38.7 幅18.4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도 96. 도 95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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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1.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2 
徑8.4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2. <금동풍경>, 
통일신라, 總高23.4 高15.1 
徑7.8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3.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2 
徑8.4cm, 
국립김해박물
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4.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2 
徑7.8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5. 
<금동풍경>, 
통일신라, 
總高21.0 高16.4 
徑8.3,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6.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6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7.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2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08. 
<금동풍경>, 
통일신라, 
總高17.0 
高14.8 徑7.7, 
국립김해박물
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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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9.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9 
徑8.3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0. <금동풍경>, 
통일신라, 總高23.1 
高16.3 徑8.3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1.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8 
徑7.8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2.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6.2 
徑8.6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3.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4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4.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2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5.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2 
徑7.8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6.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7.1 
徑8.5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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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7.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0 
徑7.6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8. 
<금동풍경>, 
통일신라, 高15.0 
徑7.7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창녕 
말흘리 출토

도 119. <금동풍탁>, 
7-9세기, 
4.8×3.3cm, 
국립가야문화재연구
소 소장, 창녕 
술정리사지 출토

도 120. 
<청동풍탁>, 
12.0×5.8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지 출토

도 121. 
<금동제풍탁>, 
高5.1 幅3.5cm, 
경주 출토

도 122. <금동풍탁>, 백제 
7 세기, 14.0×8.7cm,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도 123. <금동풍탁>, 9-10세기, 
8.8×5.2cm,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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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4. <청동풍탁>,  
27.8×14.7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지 출토

도 125. 
<청동풍탁>, 
總高55.0 
高25.5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단양 
중방리사지 출토

도 126. 도 125의 
뒷면

도 127. 
<금동제풍탁>, 
9-10세기, 
高4.9cm,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양양 
선림원지 출토

도 128. 
<금동풍탁>, 
9-10세기, 
總高8.0 
高5.3cm,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양양 
선림원지 
출토 

도 129. 
<금동풍탁>, 
9-10세기, 
4.2×1.8cm, 
강원문화재연구
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0. 
<금동풍탁>, 
9-10세기, 
4.2×1.8cm, 
강원문화재연
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1. 
<금동풍탁>, 
9-10세기, 
4.1×1.7cm, 
강원문화재연구
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2. 
<금동풍탁>, 
9-10세기, 
4.2×1.6cm, 
강원문화재연구
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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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3. 
<금동풍탁>, 
9-10세기, 
4.2×1.7cm, 
강원문화재연구
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4. 
<금동풍탁>, 
9-10세기, 
3.9×1.7cm, 
강원문화재연구
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5. 
<금동풍탁>, 
9-10세기, 
4.1×1.7cm, 
강원문화재연구
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6. 
<금동풍탁>, 
9-10세기, 
4.1×2.1cm, 
강원문화재연
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7. 
<금동풍탁>, 
9-10세기, 
3.9×2.1cm, 
강원문화재연
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38. 
<금동풍탁>, 
9-10세기, 
4.2×2.3cm, 
강원문화재연
구소 소장, 
강릉 보현사 
출토

도 140. 
<금동풍탁>, 
고려, 
6.1×3.9cm, 
국립부여문화
재연구소 
소장, 서산 
보원사지 출토

도 141. 
<청동풍탁>, 
6.7×2.9cm, 
국립경주박물
관 소장, 
영덕 
묘장사지 
출토

도 142. 
<금동풍탁>, 
9.2×4.4×4.2c
m, 
한국기독교박물
관 소장, 경주 
출토

도 139. 
<동제풍탁>, 
5.5×4.7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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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3. 
<금동제풍탁>, 
5.1×4.7cm, 
국립중앙박물관(국립
춘천박물관) 소장, 
홍천 출토

도 144. <청동풍탁>, 
現24.0×17.8,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황룡사지 출토

도 145. <금동풍탁>, 고려 
12-13세기, 高 22.8cm, 
국립진주박물관(신라대학교
박물관) 소장, 거창 
천덕사지 출토

도 146. 도 145의 내부 도 147. 도 145의 
도면(부산여자대학박물관, 

『居昌壬佛里天德寺址』(釜山
女子大學博物館, 1988), 
p.191.)

도 148. <일휘문평와당>, 
고려, 徑14.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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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9. <風鈴>, 
遼, 應縣 
釋迦塔(程乃蓮, 

「應縣釋迦塔的風鈴及其造型
藝術」, 
『山西大同大學學報(社会科學
版)』(2012), p. 35.)

도 150. 
<청동풍탁>, 
12.0×3.8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황룡사지 출토

도 151. <금동제풍탁>, 
現2.4×2.0(5.9×5.4)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황룡사지 출토

도 152. <'長信孝'명 
동제풍탁>, 
6.1×4.1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5. 
<동제풍탁>, 
10.1×5.4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3. 
<동제풍탁>, 
5.5×3.5,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4. 
<동제풍탁>, 
7.1×4.7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111

도 157. <동제풍탁>, 
6.0×4.4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58. 
<동제풍탁>, 
10-13세기, 
18.9×7.0cm, 
국립중앙박물
관(중앙문화재
연구원) 소장, 
안성 
장능리사지 
출토

도 159. <금동풍탁>, 高23.0cm, 
강진 월남사지 출토

도 161. <금동풍탁>, 
6.8×5.2cm, 
직지사성보박물관 소장, 
김천 직지사 출토

도 160. 도 159의 
세부(명문)

도 156. <동제풍탁>, 高10.4-11.3 徑7.8-8.4,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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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2. <풍탁>, 
高14.5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산 압량면 출토

도 165. 
<청동제풍탁>, 
6.3×4.0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성동동 
출토

도 166. <금동풍탁>, 
6.1×3.8×3.7cm,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개성 출토

도 167. 
<금동풍탁>, 
身3.5×2.5cm, 
충청대학교박물관 
소장, 충주 
숭선사지 출토 

도 168. 
<금동풍탁>, 
3.5×2.5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충주 
숭선사지 출토

도 163. <금동풍탁>, 
9.7×5.5cm,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소장, 
파주 선유리 출토

도 164. 도 163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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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9. 
<동제풍탁>, 
8.5×5.2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72. 
<금동제풍탁형
장식>, 9세기, 
現5.7×2.5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감은사지 출토

도 173. 
<금동제풍탁>, 
9세기, 
3.2×1.3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구황동 출토

도 174. <동제풍탁>, 
4.5×4.1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직동 출토

도 175. <동제풍탁>, 
7-10세기, 高 
4.6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안압지 
출토

도 170. <금동풍탁>, 
總高31.9 身高28.5 
幅15.4cm, 충청대학교박물관 
소장, 충주 숭선사지 출토

도 171. <동제풍탁설>, 
16.65×19.4cm, 
충청대학교박물관 소장, 충주 
숭선사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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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6. 
<동제풍탁>, 
7-10세기, 高 
4.6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안압지 출토

도 177. <동탁>, 
高4.8cm,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
박물관) 소장, 안성 
봉업사지 출토

도 178. <청동풍탁>, 
19.1×13.0cm,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도 179. 
<청동풍탁>, 
6.5×3.6cm, 
국립중앙박물관(국
립부여박물관) 
소장, 서산 출토

도 182. 
<금동풍탁>, 
5.7×2.8cm, 
통도사성보박물
관 소장 

도 180. <금동풍탁>, 
高37.2 幅24.0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 181. <금동풍탁>, 
高11.5cm, 호림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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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4. <청동풍탁>, 
4.6×3.6cm, 일산 
원각사 소장

도 185. <청동풍탁>, 
5.7×4.0cm, 일산 
원각사 소장

도 186. 
<청동풍탁>, 
7.2×5.2cm, 일산 
원각사 소장

도 187. <금동불상문풍탁>, 
3.8×2.6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88. <금동불상문풍탁>, 
4.2×2.8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83. <청동풍탁>, 고려, 各 高25.5 
幅13.0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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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9. 
<금동제풍탁> 
4.0×2.6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0. 
<금동제풍탁> 
4.4×3.0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1. 
<금동범자문풍탁>, 
5.4×3.3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2. 
<금동풍탁>, 
13.4×2.8cm, 
상명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3. <동제풍탁>, 
15.6×1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94. <동탁>, 
18.9×8.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95. <청동방울>, 高15.0-16.2cm, 
경희대학교박물관 소장

도 196. <동제풍탁>, 高18.0-19.0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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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8. <연꽃무늬 
수막새>, 백제, 
(추정)徑15.0cm,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도 199. 
<서까래기와>, 백제, 
徑15.2cm,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도 200. 
<연화문수막새>, 
통일신라, 徑15.0 
厚2.0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안압지 
출토

도 201. 
<연화문수막새>, 
고려, 徑16.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춘궁리 동사지 
출토

도 202. <청녕사년명동종>, 고려 
1058년, 高83.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1166호

도 203. 도 202의 
세부

도 205. 
<가릉빈가수막새>, 
통일신라, 徑17.0 
厚2.0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 204. 
<연화문수막새>, 
고려 12세기, 
徑14.0, 남원 
만복사지 출토

도 197. 
<금동제풍탁>, 
5.3×3.8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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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ind Chimes of the 

Unified Silla and the Goryeo 

Dynasties

Bora Kang

Art History Majo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wind chime (pungtak, 風鐸) refers to an auditory instrument 

which has a cylindrical body, clapper, and windcatcher. When 

wind moves a windcatcher, a clapper connected to windcatcher 

hits the inside of a cylindrical body and generates a tinkling 

sound. It has been usually installed under eaves of pagodas and 

buildings.

Although the production and use of wind chimes are found in 

Korea, China, and Japan, they have rarely been critically 

examined in all three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excavation 

reports, fragmentary records on wind chimes, and related 

documents which help to comprehend forms of old artifacts. 

Based on these data, this study attempts to reconsider the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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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s, and installation methods of wind chimes, and to draw a 

meaningful outcome through examining excavation records of an 

individual wind chime and its style. Moreover,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social, religious, and art historical significance 

underlaid in its stylistical change. The scope of the study ranges 

from the Silla dynasty (BC 57-935), where pungtak primarily 

appeared, to the Goryeo dynasty (918-1392). This period bears 

the significance because it is the foundation for the emergence of 

pungtak and its primary style.

There are three names for a wind chime: tak (鐸), ryeong 

(鈴), and gyeong (磬). Tak, a direct indication of a wind chime, 

has been used from old times. Ryeong may have been used as a 

term for a small wind chime, whil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ak 

would have belonged to ryeong.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records, gyeong differs from pungtak in terms of its material and 

principal. Therefore, this study limits the indication of a wind 

chime only within tak and ryeong.

Tak used as a tool is related to military purposes in the 

ancient China. However, among taks, pungtak has a strong 

connection to Buddhism. Early wind chimes not only have been 

unearthed from temples, but also appeared in textual records and 

literature related to Buddhism. This fact indicates that wind 

chimes have been created and developed with a connection to 

Buddhism. The first appearance of pungtak in textual records and 

artworks occurred in sixth century China. In Korea, pungtak first 

appeared around the seventh century.

In most cases wind chimes were attached to pagodas. B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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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odas, it has been placed at other buildings and columns of a 

temple. It is not probable that wind chimes were installed in 

other than Buddhist temples. A wind chime was attached to a 

rafter, undecorated or decorated with mystical creature biting a 

bell. The Silver Palace of the Southern Song period produced in 

1114 cleary shows that a dragon head installed under a rafter is 

biting a ring of the wind chime. Wind chimes and rafter finals in 

the shape of a dragon head in the Samsung Museum Leeum an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re assumed to be installed in 

the same way.

Wind chimes and their style, excavation sites, and accessories 

contain information regarding the period of production and a 

possibility that the tak was actually used as a pungta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act circumstance of intentional burials 

of wind chimes and excavation sites provides an essential clue 

about the burial crafts in temples whose evidence is hitherto 

unknown. Meanwhile, X-ray images of the Bronze Tak excavated 

from Sajik-dong, Cheongju, which have been regarded as 

important pieces of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a “wind chime 

set,” go against the results of the existing studies. A wind chime 

set should be operated in a way that the body of a smaller wind 

chime hits the inside of a bigger one, or the heavy body of a 

smaller wind chime serves as a windcatcher and moves the 

clapper of a bigger one. This principal of a wind chime set 

contradicts the function of pungtak. Therefore the evidence for a 

wind chime set is not sufficient.

The form of a wind chime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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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bottom, facade, surface, and protruded decoration. When 

classifying the appearance of a wind chime based on these 

elements, two types deserve attention. The first type is a 

bell-shaped wind chime. Bell-shaped wind chimes share engrailed 

bottom and protruded lines. This type of wind chimes appeared 

in the early period. It continued to be produced in the late 

Goryeo dynasty, decorated with flower design on the top which 

shares the characteristics of bells in the same period. The second 

type is a trapezoidal wind chime. This type shows engrailed 

bottom, trapezoidal facade, rectangular surface, and protruded 

lines. The trapezoidal wind chime is the representative of Goryeo 

wind chimes, with various types of surface holes and decoration.

Decoration of wind chime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racing 

their stylistic variety, sequence, and change despite the very lack 

of criteria for recording wind chimes chronologically. Especially, 

the decoration of lotus roof tiles and sanskrit roof tiles, those 

designs also appeared on pungtak, can be an important criterion 

for recording wind chimes chronologically. It is because a 

considerable number of lotus design roof tiles are assumed to be 

constantly made from the age of three kingdoms to th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and sanskrit design roof tiles were appeared 

from the twelfth century of the Goryeo dynasty.

When classified from the Three Kingdoms and the Unified 

Silla to the Goryeo dynasty based on the wind chimes whose 

production time intervals are four centuries, wind chimes reveal 

change in style according to the periods. In the Goryeo dynasty, 

increase in decoration and independence of a clapper are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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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size of a wind chime, and the size appears to be affiliated 

to the size of buildings.

The old society regarded a wind chime as a non-secular object 

related to Buddhism, and an auditory instrument that evokes 

merry or solitary sentiments. Wind chimes in Buddhism served as 

a voice of Buddha calling miracle. It was also a reliquary and 

apparatus with a religious meaning. Wind chimes were important 

instruments that led people to the ultimate destination—elimination 

of agony and sin, rebirth into a heaven, enlightenment, and 

nirvana.

Unlike other musical instruments in Buddhism, pungtak did not 

have a specific function. A wind chime generates sound by 

natural wind, not controlled by a person. Nonetheless wind 

chimes have been used in the Buddhist world and described as 

an auditory instrument symbolizing Buddhism. It indicates that a 

wind chime had a religious meaning. The fact that gold-plated 

wind chimes have been produced for centuries is another evidence 

for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wind chimes.

Wind chimes have rarely been examined by previous 

scholarship. However, wind chimes are artifacts made of valuable 

materials, and reflect the technology and styles of the period. 

Therefore, pungtak is a substantial field of study that reveals the 

social and religious context of the past.

Keywords: wind chime(風鐸, pungtak), tak(鐸), wind bell(風鈴, 

pungryeong), ryeong(鈴), Goryeo metalwork, Unified Silla metalwork

Student number: 201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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