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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渤海 貞孝公主墓 塼塔 출현의 의미

朴 裕 晶

이 논문은 渤海 墓上建築의 양상을 파악하고 더불어 8세기 말

발해와 당나라의 문화적 흐름을 살펴보는 속에서 貞孝公主墓 塼塔

의 출현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墓上建築은 고분 상부에 건축물이 축조되거나 시설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발해의 경우 塔이라는 건축물이 현존하여 성격과

의미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발해

묘상건축은 塼塔이 축조된 경우인 Ⅰ群, 木塔 혹은 다른 건축물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Ⅱ群, 건축물은 아니지만 고분 상부를

덮은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Ⅲ群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Ⅰ·Ⅱ군에 해당하는 발해 묘상건축물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탑

이다. 한편 상부에 탑이 축조되는 경우는 墓上建塔으로 지칭할 수

있다. 발해의 묘상건축 사례 중 靺鞨의 문화가 드러나는 무덤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高句麗나 唐의 문화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발해 文王 넷째 딸의 무덤인 정효공주묘는 계단식 墓道, 羨道,

玄室로 이루어진 塼室墓의 상부에 전탑의 基壇部가 남아 있어 Ⅰ

군에 속한다. 정효공주묘는 현재까지 알려진 발해의 묘상건축 사

례 중 피장자와 축조연대가 분명한 거의 유일한 경우로 관련 연구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발해 왕

실 고분과 달리 葬制와 墓制에서 당의 영향을 크게 받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축조 연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발해 貞惠公主墓와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전탑이 함께 나타나는 정효공주묘의

구조는 당나라의 橫穴式 地宮과 거의 동일하다. 지궁은 탑 아래에

마련한 사리안치실을 의미하는데, 황실 분묘 구조를 차용한 횡혈

식 구조가 처음 등장한 것이 唐代였다. 이에 더해 唐 長安 귀족들

사이에서도 묘상건탑 현상이 있었으며, 당나라의 횡혈식 지궁 구

조와 당나라의 장안 귀족 불교 문화가 발해에 들어온 결과로 정효

공주묘가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현재

까지 중국 내에서 발견된 묘상건탑 관련 실물 자료는 소수에 불과

하며, 정효공주묘와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사례도 발견된 적이 없

다. 더욱이 이러한 견해만으로 묘상건탑 문화가 발해에 나타나게

된 배경과 축조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런데 정효공주묘의 축조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문헌에서 확인

되는 당나라 황실의 塔葬 사례가 있다. 당나라 德宗이 요절한 肅

王 祥과 唐安公主, 두 자녀의 장례과정에서 불교의 예에 따라 탑

을 세워 고분의 분구 혹은 고분 그 자체를 대신하려했던 모습이

해당 기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建塔의 목적에 망자에 대한 추도

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 기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

다. 이에 더해 묘상건탑 문화가 8세기 말 당나라 황실에도 알려져

있었음은 물론 그를 시행하려 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료이기도

하다. 이는 8세기 말 발해 내에서의 묘상건탑 문화가 등장하는 배

경을 추측할만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正史에서 당나라 황실의 喪葬과 관련된 건탑 기사

는 앞서 언급한 德宗代의 두 사례만이 보일 뿐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례는 당나라가 藩鎭勢力의 반란으로 상당히 어려운 정국

을 맞이하고 있었던 때에 등장한다. 당대에 불교가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건탑의 배경에는 당시의 혼란



한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해의 정효공주 또한 아버지인 文王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문왕 또한 당나라 덕종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요절한 자식의 무덤

을 축조하게 된 것이다. 공주의 무덤이 축조된 8세기 말 발해의

정치적 상황 역시 불안정했다. 문왕 사후 왕위 계승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국의 혼란은 문왕 말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효공주묘가 축조된 792년은 문왕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당나라의 사례와 마찬가

지로 정효공주묘와 그 전탑의 축조에도 추도는 물론 정국 안정의

의미 역시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탑을 지어 무덤으로 삼거나 그 분구를 대신하는 것은 塔葬

의 일종으로, 중국과 발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 시기

티베트와 위구르에서도 해당 사례가 보이며, 후대의 사례이나 西

夏와 統一新羅에서도 관련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

들은 공교롭게도 8∼10세기 唐 혹은 11∼13세기 宋 등 중국과 관

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들에서 등장하는데,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섞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효공주묘를 비롯한 발해 묘상건탑의 사례

처럼 중국에서 불사리를 장엄하는 가장 존엄한 방식을 따라 고분

을 축조한 경우를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발해 정효공주묘와 그 전탑은 동아시아의 탑장 사례 중 독

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추후 塔이나

塔址의 조사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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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渤海 文王 넷째 딸의 고분인 貞孝公主墓는 지하식의 塼室墓로 석실봉

토묘 중심의 기존 발해 묘제와 차이를 보인다. 현재는 무너져 기단부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상부에 塼塔이 축조되어 있었던 독특한 구조를 보이

는 무덤이기도 하다.1) 정효공주묘의 사례처럼 발해 고분 중에는 그 상부

에 건축물이나 기단부·礎石 등이 남아 있거나, 기와·전돌 등의 건축재료

가 고분의 상부와 주변에서 발견되는 墓上建築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 중 전자는 墓上建築物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는 기

와·전돌 등을 이용해 고분 상면을 덮는 墓上施設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묘상건축은 발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이 현

존하는 사례는 발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발해 묘

상건축의 출현 배경을 연구할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被

葬者와 축조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정효공주묘는 더욱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발굴보고서 등을 제외하면 정효공주묘는 전탑의 출

현 배경보다는 주로 그 墓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묘지의 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한 당시의 사회상 연구에서 시작해, 후에는 점차 서체·서

풍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들 중 다수는 貞惠公主墓誌와의 비

교 연구였다.2) 정효공주묘의 벽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3) 이들

1) 송기호, 2005〈발해의 고구려 계승성〉하버드대학 한국연구소 고구려학술회

의 발표문(2011《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02쪽에 재

수록).

2) 王承禮, 1982〈唐代渤海《貞惠公主墓誌》和《貞孝公主墓誌》的比較硏究〉

《社會科學戰線》1982-1,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 羅繼祖, 1983〈渤

海貞惠貞孝公主的墓碑〉《博物館硏究》1983-3,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

院; 鄒秀玉, 1983〈渤海貞孝公主墓誌幷序考釋〉《延邊文物資料匯編》, 延邊人

民出版社; 鄒秀玉, 1983〈貞孝公主墓誌反映出的儒家思想〉《博物館硏究》

1983-3,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 羅繼祖, 1983〈渤海貞惠貞孝兩公主

的墓碑〉《博物館硏究》1983-3,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 王承禮,

1984〈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硏究(上)〉《博物館硏究》1984-3, 吉林省

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 王承禮, 1984〈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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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唐代 벽화와의 유사성을 밝히는 방향의 주류를 차지하였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정효공주묘 벽화만의 독자성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三

陵屯 2호분 벽화의 발견 이후에는 양자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

였다.4) 일부 정효공주묘와 기존 발해 고분들과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연

구도 진행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주요 비교 대상은 역시 정혜공주묘였고,

대체로 정혜·정효 두 공주 고분 구조의 차이를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 그

칠 뿐이었다.5)

정효공주묘의 묘상건탑 현상에 주목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지하식 전실묘 상부에 전탑이 축조된 정효공주

묘가 唐代 역시 탑 아래에 황실의 분묘와 동일한 구조의 지하식 사리 안

치실인 地宮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함이 지적된 것이다.6) 이 연구들에 따

르면 정효공주묘는 물론 역시 전탑의 기단부가 남아 있는 馬滴達塔 고분

의 형태가 당나라의 甲字形 地宮과 유사하며, 묘상건탑 현상은 8세기 당

(中)〉《博物館硏究》1984-3,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 王承禮, 1985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硏究(下)〉《博物館硏究》1985-1, 吉林省博物

館協會·吉林省博物院; 임상선, 1988〈渤海의 道敎思想에 대한 試論〉《汕耘史

學》8, 汕耘學術文化財團; 방학봉, 1990〈발해정효공주묘지병서에 대한 고

역〉《발해사연구》1, 연변대학출판사; 방학봉, 1990〈‘貞孝公主墓誌’에 반영

된 儒家思想 연구〉《한국학연구》2, 仁荷大學校 韓國學硏究所; 윤선태, 2007

〈渤海 文字資料의 現況과 課題〉《大東漢文學》26, 대동한문학회; 정현숙,

2009〈발해 『貞惠公主墓誌』와 『貞孝公主墓誌』의 서풍〉《서지학연구》

34, 한국서지학회.

3) 李殿福, 1983〈唐代渤海貞孝公主墓壁畫與高句麗壁畫比較硏究〉《黑龍江文物

叢刊》1983-2, 北方文物雜志社.

4) 채희국, 1988〈발해의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1988-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정병모, 1999〈발해 정효공주묘 벽서 시위

도의 연구〉《강좌미술사》14, 한국불교미술사학회(구 한국미술사연구소); 정

영진, 1999〈발해 정효공주묘 벽서와 삼릉분이호묘 벽서〉《강좌미술사》14,

한국불교미술사학회(舊 한국미술사연구소); 전호태, 1999〈渤海의 고분벽화와

발해문화〉《高句麗硏究》6, 고구려연구회.

5) 鄭永振, 1984〈渤海墓葬硏究〉《黑龍江文物叢刊》1984-2, 北方文物雜志社; 王

俠, 1985〈貞惠公主墓與貞孝公主墓〉《學習與探索》1985-4, 黑龍江省社會科

學院.

6) 주경미, 2003《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西谷 正, 2005〈渤海·塔

基墓の背景〉《東アジアの古代文化》, 大和書房; 한정인, 2010〈渤海 貞孝公

主墓 硏究〉, 숙명여자대학교미술사학과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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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장안 귀족 불교의 ‘墓上樹塔’ 문화가 전해진 결과이다. 정효공주묘

및 마적달탑 고분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근거로 靈光塔 역시 묘상건탑의

사례로 간주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전탑을 근거로 중원 불교 문화의 영

향을 받았다고 보았던 연구는 있었으나 이처럼 지궁이라는 중국의 실물

자료와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은 아니었다.7)

발해 묘상건축에 관한 논의 속에서 정효공주묘와 묘상건탑의 사례를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주로 중국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진 것이었

다.8)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단순히 탑의 존재를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

고 있다. 일부 중국 연구자들이 정효공주묘를 중심으로 발해 묘상건축의

연원이나 영향 관계를 고찰하고 있는데 대체로 중원의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9) 최신 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이

아닌 새로운 고분을 묘상건축의 사례로 보는 연구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

으나,10)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 중

국 연구자들은 발해 묘상건축의 연원을 중원 문화에 두면서도 그를 지칭

함에 있어《魏書》勿吉傳의 ‘冢上作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는 은연중에 물길, 즉 말갈과의 연결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

다.

정효공주묘를 비롯한 발해 묘상건탑의 등장 배경과 계통에 대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한 것은 송기호의 연구이다. 역시 발해 묘상건축

7) 魏存成, 1981〈渤海王室貴族墓葬〉《中國考古學會第3次會議論文集》, 文物出

版社; 魏存成, 2008 《渤海考古》, 文物出版社.

8) 劉曉東·付曄 저, 김영국 역, 1993〈삼령무덤의 년대와 무덤주인의 신분에 관

한 연구〉《발해사연구5》, 연변대학출판사; 劉曉東, 1996〈渤海墓葬的類型與

演變〉《北方文物》1996-2, 北方文物雜志社; 정영진, 2006〈고분 구조로 본

발해 문화의 고구려 계승성〉《고분으로 본 발해 문화의 성격》, 동북아역사

재단; 華陽, 2015〈渤海墓葬硏究〉, 吉林大學校博士學位論文; 小嶋芳孝, 2017

〈ロツア沿海地方のパクロカ文化期におけろ墓上建物の新事例〉《古代國家と

北方世界》, 同成社.

9)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六頂山渤海墓葬 – 2004∼

2009年淸理發掘報告》, 文物出版社; 王志剛, 2014〈“冢上作屋”的考古学诠释—

渤海墓上建筑研究〉《考古》2014-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0) 彭善國, 2010〈蛟河七道河村渤海遗址属性辨析〉《東北史地》2010-3, 吉林省

社會科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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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 속에서 묘상건탑의 존재를 다룬 이 연구는 정효공주묘와 같이

전탑이 나타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 불교 문화의 직접적

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木塔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

우는 高句麗나 六頂山 고분군에서 나타나는 묘상건축에 연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중국 연구자들과 달리 고구려에 연원을 둔 발해

묘상건축이 중국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전탑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보

고 있다.11)

다시 말해, 발해의 고분 위에 전탑이 나타나는 사례가 당나라의 영향

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연구에서는 물길의 ‘冢上作屋’ 기록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는 고구려 묘상건축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

러나 전자의 경우 그를 뒷받침할만한 고고 자료가 없고, 후자의 경우 평

양성 천도 후에는 관련 흔적이 보이지 않아 시간적 공백이 생긴다는 문

제가 있다. 한편, 당나라 불교 문화의 영향을 언급한 기존의 연구 역시

이러한 문화가 발해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발해 묘상건축 사례 거의 대부분에 피장자와 축조 연대

를 추정할만한 문자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나 墓誌

石이 발견된 정효공주묘는 두 요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묘상건축의

등장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역시 묘지석이 발견되었으며, 축조 연대

가 비슷한데다 피장자의 신분 역시 같은 貞惠公主墓와의 비교 연구를 통

해서도 축조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정혜공주묘에서는 묘상건

축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은 물론 고분의 구조와 장법에서도 정효공주

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탑의 형태를 띠는 묘상건축이

등장하는 이유를 당시의 문화적 흐름 속에서 고찰할 필요도 있다. 이는

특히 해당 묘제가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쳤을 정효공주묘 축조 당시의 당

11) 송기호, 1998〈六頂山 古墳群과 건국집단〉《汕耘史學》8, 고려학술문화재단

(2011《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재수록); 2010〈용

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고구려발해연구》38, 고구려

발해학회(2011《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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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및 발해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해 묘상건축의 대표적인 사례인 정효공주묘 전탑의

의미와 출현 배경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一장에서는 발해 묘상건축

의 양상을 우선 확인하고 그 속에서 정효공주묘를 비롯한 묘상건탑 사례

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二장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정혜공주

묘와의 비교를 통해 정효공주묘를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실물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에 제시된 唐代 불교 문화와 정효공주묘를 포함한 발해 묘

상건탑 문화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三장에서는 정효공

주묘 축조 당시의 발해와 중국의 사회·문화적 흐름을 확인하여 정효공주

묘 전탑 출현 배경의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동 시기 발해와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塔葬 사례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정효공주묘 축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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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渤海 墓上建築의 양상

고분 상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상면에 시설을 하는 현상이 발해에

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殷代에 이미 寢의 성격을 띠는

건축물이 고분 상부에 지어졌다.12) 국내성 도읍기에 축조된 다수의 고구

려 적석총의 적석분구 상부와 주위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초대형의 적석총에서만 아니라 중·대형 규모의 적석총 중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고분 구조 상 상부에 건축물

을 올리기 힘들어 보이는 石壙이나 壙室 매장부를 가진 적석총 상부에서

도 다량의 기와가 출토된다. 따라서 기와가 출토되는 대부분의 적석총

상부에는 건축물이 있었다기보다는 기와로 분구를 덮었던 시설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와가 고분 축조의 한 재료로도 사용되

었던 것임은 禹山下 3319호분 내에서 발견된 ‘盖墓瓦’라는 銘文이 있는

와당의 존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13) 물론, 柱孔이나 철제 연결쇠 등

12) 고분 상부에 寢이 축조된 殷代의 예로는 河南省 安陽市 殷墟에 위치한 婦

好墓나 大司空村 11·12·301·311·312호묘가 있다. 河北省 平山縣 三汲鄕의 전

국시대 중기 中山王墓와 河南城 輝縣 固圍村에서 발굴된 3기의 전국시대 魏

王陵도 역시 관련 사례이다. 秦始皇陵인 驪山陵에서도 관련 흔적이 나타난다

(신용민, 2008〈中國 古代 帝陵과 三國時代 大形古墳 비교 검토〉《석당논

총》4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3∼6쪽). 그러나 이처럼 寢의 성격을 띤 건

축물은 前漢代에 이미 고분의 옆[陵側]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楊寬 著,

장인성, 임대희 譯, 2005《중국 역대 능침제도》, 서경, 43∼45쪽).

13) 우산하 3319호분 내에서 발견된 권운문 와당에는 “太歲在丁巳五月卄日, 爲

中郞及夫人造盖墓瓦, 又作民四千. 盦收用盈時興詣得享萬世.”라는 명문이 적혀

있었다. 명문 중 ‘盖墓瓦’ 즉, ‘고분을 덮기 위한 기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와당을 포함한 기와가 고분 축조의 한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와는 분구만을 덮었던 것은 아니며 때로는 천

장석을 대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석광이나 광실을 매장부로

가진 일부 적석총에서 천장석이 존재하지 않고 그 매장주체부 내부에서도 기

와 및 와당이 종종 발견되는 모습과 기단봉토석실분의 경우이긴 하나 경신리

1호분에서 현실과 연도의 천장을 기와와 와당이 두 세 겹으로 덮고 있는 모

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강현숙, 2009《고구려 왕릉 연구》, 진인진, 74쪽;

주홍규, 2017〈고구려 기와로 본 경신리 1호분(소위 “한왕묘”)의 조영연대와

피장자 검토〉《한국사학보》68, 고려사학회,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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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관련된 흔적이나 유물이 발견된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에는

건축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14) 이처럼 고분 위에 건축물이 축조되거

나 시설이 이루어진 경우를 합쳐 ‘墓上建築’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

며,15) 정효공주묘와 같이 고분 상부에 ‘塔’이 축조되는 경우를 ‘墓上建塔’

16)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발해 묘상건탑의 대표적인 예인 정효공주묘 상부에는 塼塔의 基壇部가

남아 있으며 주변에서는 다량의 기와와 전돌 등이 발견되었다. 그 매장

주체부는 玄室, 羨道, 계단식 墓道로 이루어진 塼室墓이다.17) 이와 동일

한 양상을 보이는 고분으로는 馬滴達塔 고분이 있다. 내부에서 인골이

발견되어 고분임을 긍정할 수 있었던 마적달탑 고분 상부에도 역시 탑의

기단부가 남아 있고, 고분 주위로 다량의 전돌, 기와 등이 흩어져 있는

등 정효공주묘와 양상이 유사하다. 매장주체부의 구조 역시 정효공주묘

와 동일하다.18) 더불어 현존하는 유일한 발해 탑인 靈光塔 역시 고분의

14) 강현숙, 2009 위의 책, 72∼76쪽; 정호섭, 2009〈高句麗 古墳의 造營과 祭

儀〉, 고려대학교사학과박사학위논문, 186∼194쪽. 묘상건축물이 있었을 가능

성이 높은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의 상부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는지에 대

해서는 享堂, 陵寢, 陵閣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탑이 있었을 것으

로 보는 연구는 없으며, 탑의 존재를 상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된 고구려 적

석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15) 송기호 역시 묘상건축을 고분 상부에 건축물이 있거나 기와나 와당 등을

덮은 시설물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송기호, 2010 앞의 글, 360∼362쪽).

16) ‘탑을 축조한다’는 의미의 단어로는 造塔, 建塔, 起塔, 樹塔 등이 있다. 이 중

사료 상에서는 ‘樹塔’이 사용되는 빈도가 가장 적고, 建塔의 용례가 비교적

많이 등장하며, 造塔과 起塔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한편 탑을 세우는 것 역시

‘건축’이므로, 墓上建築이라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탑을 세우는 행위를 ‘建塔’으로, 고분 상부에 탑을 축조하여 분구

자체를 대체하는 경우를 ‘墓上建塔’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17)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渤海贞孝公主墓发掘清理简报〉《社會科學戰

線》1982-1,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

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简

報〉《考古》2009-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8) 吉林省 琿春市 馬滴達鄕 소재지의 동북쪽 산 중턱에 위치한다. 馬滴達屯과

약 1㎞ 떨어진 곳이다. 고분은 산기슭에 자연적으로 현성된 말발굽 형태의

평평한 대지 중앙에 위치한다. 현재는 탑지만 남아 있는데,《琿春縣志》에 의

하면 총 7층이었던 탑은 민국 10년(1921년)에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1973년

6월 吉林省博物館과 延邊博物館, 琿春縣文化館에서 탑지를 조사·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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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구조일 가능성이 높은데, 내부에서 사리함이 발견되지 않아 사리탑

일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지하 구조가 정효공주묘 및 마적달탑 고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19) 이 3기의 고분 내에 모두 관대 혹은 그로 추정되

는 흔적이 존재한다. 정효공주묘 내부에서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보이는 벽화가 있고, 영광탑 고분 내에서도 간단한 벽화로 추정되는

흔적이 보인다. 영광탑은 方形의 평면을 띠는 空心塔인데, 다른 2기 역시

기단부 구조를 통해 동일하게 空心方塔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塼

築한 매장주체부 상부에 전탑을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을 塼室塔墓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표 1〕塼塔 혹은 基壇部가 남아 있는 발해 고분20)

단위(cm)

(張錫瑛, 1984〈琿春馬滴達塔渤海塔基淸理簡報〉《博物館硏究》1984-2, 吉林

省博物館, 91∼94쪽). 마적달탑 고분의 제원은 [표 1]에 제시하였다.

19) 吉林省 長白縣 長白鎭 서북쪽 교외의 塔山에 위치한다. 탑산 서남단의 평평

한 대지에 입지해 있다. 1982년 6월,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부연구원

張馭寰이 영광탑을 조사하여, 당나라 시기의 발해탑으로 판단하였다. 길림성

문물공작대도 여러 차례 영광탑과 현실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조사 당시 이

미 현실의 파괴가 심하였기에 1984년 길림성인민정부가 탑을 보수하며 현실

을 모두 시멘트로 메워버렸다고 한다. 영광탑의 원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

데, ‘靈光’이라는 이름은 長白府의 第1任知府에 취임한 張風臺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6《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 吉林省文

物志編委會, 70∼75쪽). 다른 발해 墓上建塔 사례들을 고려할 때 墓塔일 가능

성이 높으나 인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舍利塔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다.

20)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앞의 글;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

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앞의 글; 張錫瑛, 1984 앞의 글; 吉林省文物

志編委會 主編, 1986 위의 글.

고분명 貞孝公主墓 馬滴達塔 고분 靈光塔 고분

현

실

형태 장방형 장방형 장방형

규모

(깊이×너

비×높이)

310×210×(140∼166) 274×180×230 190×142×149

시상/

관대

240×145×40

(깊이×너비×높이)
관대 추정 흔적 有 관대 有/크기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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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축

방향
南向 170〬 南西向 南向 200〬

천장
전돌 3단

평행고임+판석
고임식 ?

바닥

시설
전돌

생토+황토+3층

판석+황토
3층의 전돌+석판

축조

재료
板石, 전돌 靑塼 板石, 전돌

연

도

위치 중앙 중앙 ?

크기

(깊이×너

비×높이)

190×

(160(南)∼170(北))

×180

150×?×204 ?

묘

도

형태 계단식 계단식 계단식

위치 - - -

크기

(깊이×너

비×높이)

(330(北)∼575(南))

×710
(150∼260)×1000 ?×? (총 11계단)

탑

형태 空心/方形 空心/方形 空心/方形

크기

(깊이×너

비×높이)

565×550×150(잔존) 495×480×? 330×330×1,484+

기타 -

탑 주위를 동-서

10.30m, 남-북 13m

규모로 靑灰塼으로 평

평하게 깔았음

각 층의 탑 꼭대기는

모두 궁륭식.

3층의 벽돌에 ‘國’(東),

‘立’(南), ‘王’(西), ‘土’

(北)가 새겨져 있음

벽화 有

無

(백회를 칠한 흔적이

있음)

有

(간단한 벽화 있었을

것으로 추정)

인골

총 31개체

(2人(여성·남성)에 해

당)

아래턱뼈, 척추골, 갈

비뼈, 상하 팔다리뼈

등 (남성으로 추정)

1984년 조사 시 인골

편이 있었다고 전해지

나 확실치 않음

기타
墓門과 墓碑가 있음,

塔基만 잔존, 도굴됨
墓門이 있음, 도굴됨

사리함의 유무에 대해

서는 기록이 엇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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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구역에는 정효공주묘 이외에도 전실탑묘의 사례가 더 있다. 바로

2004년에 발굴된 용해구역 M10호묘이다. 이 고분의 지하구조는 정효공

주묘와 거의 동일하며, 고분 주위 100㎡ 내에 청색 전돌이 다량 쌓여 있

었고, 塔基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 조사 및 정리 과정에서 보고되었다. 이

를 고려할 때 簡報23)의 판단처럼 고분 상부에 전탑이 있었던 것으로 봐

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만 발굴 당시에 이미 상당 부분 무너진 상태

였으며 도굴되기도 하여 출토 유물은 거의 없다.24)

21)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앞의 글, 175쪽.

22) 張錫瑛, 1984〈琿春馬滴達塔渤海塔基淸理簡報〉《博物館硏究》1984-2, 吉林

省博物館, 91쪽.

23)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吉林

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简報〉《考古》2009-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

所. 이하 본문에서는 簡報 혹은 간보로 약칭하려 한다.

24)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위의

〔그림 1〕貞孝公主墓 단면도21)

〔그림 2〕馬滴達塔 고분 단면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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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용해구역 내에서 상부에 전탑이 아닌 건축물이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되는 고분도 발견되었다. 용해구역 M13·M14호묘가 바로 그것

이다. 이 고분은 전실탑묘와 달리 매장주체부가 塼槨이며 연도나 묘도가

없고, 동일한 봉토 아래 지하에 두 개의 매장주체부가 1.8m의 간격을 두

고 병렬 배치되어 있는 同封異穴塼槨墓이다. 서쪽에 있는 것이 M13호묘,

동쪽에 있는 것이 M14호묘로 명명된다. 내부에서 다량의 금제 유물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신분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출토 유물을 통해

서쪽이 여성, 동쪽이 남성의 매장주체부임을 알 수 있기도 하다. 고분의

상부에는 동-서 21.5m, 남-북 17.5m, 높이 1.5m로 흙을 다져 장방형의

平臺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서 回字形으로 배치된 礎石이 발견되었다.25)

고분 상부와 주위에서 기와와 푸른색 전돌이 다량 출토되기도 하였다.26)

M13·M14호묘의 상부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

의가 있어 왔다. 간보에서는 발해 상경성의 9호 절터와 평면 형태가 유

사하다는 점을 들어 사찰로 보았다.27) 그러나 회자형 초석 배치가 반드

시 사찰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王志剛은 M13·M14호묘 전탑이

아닌 건축물[房址類]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격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28)

송기호는 M13·M14호묘 상부에 木塔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29) 탑의

평면 형태도 보통 회자형을 띠는 점, 정효공주묘와 같이 발해에서 墓塔

이 지어진 예는 찾아볼 수 있으나 사원이 상부에 지어진 경우는 확인되

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M13·M14호

묘 상부에서 다량의 기와와 함께 전돌이 출토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목탑 역시 기단부를 전돌로 축조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글, 29∼30쪽.

25) 총 18개의 초석 혹은 초석이 놓였던 자리가 확인된다고 한다(吉林省文物考

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위의 글, 31쪽).

26)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위의

글, 30∼33쪽.

27)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위의

글, 38쪽.

28) 王志剛, 2014 앞의 글, 84쪽.

29) 송기호, 2010 앞의 글, 362∼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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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예로 통일신라시대의 경주 四天王寺 木塔址 발굴조사에서 기단부

의 면석으로 사용되었던 녹유벽전이 출토된 바가 있다.30)

〔표 2〕龍海區域 內 墓上建塔 추정 사례31)

단위(cm)

3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사천왕사Ⅰ 金堂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

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 이외의 목탑에서도 기단부는 전돌이나 기와

를 쌓아 축조하는 양상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09《한·중·일 고대사지 비교연구》, 문화재청, 220∼223쪽).

31)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위의

글, 29∼38쪽. 정효공주묘의 경우 [표 1]에서 다루었기에 제외한다.

M10 M13 M14

현

실

구조 塼室 塼槨 塼槨

평면

형태
세장방형

묘

광
장방형

묘

광
장방형

장축

방향
南向 183〬 南向 178〬

규모 340×180×200

平

臺
2,150×1,750×150

묘

광
360×190×(170+)

묘

광
290×140×(160+)

전

곽
236×(80∼85)×80

전

곽
230×(80∼90)×80

천장 평천장 - -

석재 전돌, 할석, 판석 전돌 전돌

묘

도

크기
470×240(중앙)

×280(최고 깊이)
- -

형식 계단식 / 8층 - -

관대 有 - -

인골 無 有(인골편) 有(인골편)

출토유물 三彩 男女陶俑 등

와당, 암키와, 수키와, 금

제 팔찌, 금제 비녀, 銀箔

漆函, 銀箔漆 鏡臺, 銅鏡,

철제 판, 철제 棺釘, 옥제

대금구, 油盒, 臙粉紙囊

등

와당, 암키와, 수키와,

금제 冠飾, 금제 비녀,

금판 옥제 허리띠, 금

제 불상 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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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龍海區域 M13·M14호묘 평·단면도32)

이외에도 M13·M14호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고분이 있다. 바로 河南

屯 고분이다. 이 고분 역시 전축한 2개의 매장주체부가 같은 봉토 아래

에 위치하고 있다.33) 동쪽에 위치한 것을 1호, 서쪽에 위치한 것을 2호라

고 명명하였다. 조사 전에 이미 천장은 파괴되었다. 하남둔 고분 상면의

초석이 어떤 평면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도 역시 파괴로 인해 알 수 없으

나,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 매장주체부 위에 동-서 28m, 남-북

20m, 높이 2m 정도의 커다란 흙둔덕 위에 동-서 방향으로 초석이 30여

개(혹은 20여 개) 놓여 있었다고 한다. 조사 당시 고분 앞쪽으로 약 1m

정도 떨어진 곳의 수혈에서 건축재료가 출토되기도 하였다.34) 용해구역

32)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앞의

글, 31쪽.

33) 吉林省博物館 등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하남둔 고분의 매장주체부를

塼室로 판단하였다. 매장주체부를 전축한 후 백회를 발랐다는 점, 고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수혈에서 벽화를 그렸던 흙벽의 잔편이

발견된 점 등을 통해 볼 때, 벽화가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조사

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주 34번을 참고.

34) 吉林省 和龍市 河南屯村에 위치한다. 고분은 1971년에 논을 밭으로 개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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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M14호묘와 구조와 규모가 유사하고 건축재료가 존재함을 고려볼

때 하남둔 고분 위에도 대형의 목탑이 건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세한 보고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敦化 六頂山 고분군 ⅠM3호묘와 寧安 三陵屯 고분군 1호묘 상부에서

도 礎石이 발견되었다. ⅠM3호묘는 1949년 및 1959년의 발굴 시에는 석

실묘로 분류되었는데,35) 2004년 재조사 과정에서 土壙墓[土坑包石墓]로

재분류되었다. 이는 벽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벽석이 남아 있는

연도 역시 2004년 재조사 당시에는 흙으로 메워진 상태였는데 이는 1940

∼50년대 진행된 조사 이후 복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36) 같은 2004년의 재조사 과정에서 상부에서 다량의 기와·전돌

과 함께 8개의 초석이 발견되었다. 발굴보고서37)는 이를 回廊의 흔적으

로 보았다.

그런데ⅠM3호묘는 지면에 흙을 다져 臺를 만들고 그 四邊을 석재로

둘러 낮은 기단을 만든 후 가운데에 굴광을 하여 4개의 매장주체부를 만

들고 남쪽에 석축으로 연도를 조성하였는데,38) 이는 육정산 고분군Ⅰ구

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단봉토석실묘의 구조와 거의 유사하다. 게다가

던 농부에 의해 발견되어, 같은 해 9월 吉林省博物館·延邊朝鮮族自治州展覽

館·和龍縣文化館 등에 의해 조사되었다. 두 매장주체부의 크기는 거의 같다

고 하는데 길이 240㎝, 너비 140㎝, 높이 47㎝로 알려졌다. 양자의 간격은

4.5m이다. 한편 용해구역 M13·M14호묘와 마찬가지로 하남둔 고분에서도 다

량의 금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중 하남둔 고분의 2호 매장주체부에서 출토

된 금제 꽃모양 장식이나 금비녀, 소형 금제 대구, 금제 방형 고리 등이 西安

向家村 당나라 요지에서 출토된 金杯紋飾 및 당 永泰公主墓에서 출토된 대구

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는 하남둔 고분의 피장자의 신분이 상당히 높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송기호, 1998《발해를 다시 본다》, 주류성; 사회과학

원 고고학연구소, 2009《조선고고학전서 42(중세편 19) 발해의 무덤》, 진인

진, 156∼157쪽).

35) 王承禮, 1979〈敦化六頂山渤海墓淸理發掘記〉《社會科學戰線》1979-3, 吉林

省社會科學院, 203쪽. 다만 ⅠM3호묘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되어 있지 않다.

36)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六頂山渤海墓葬 – 2004∼

2009年淸理發掘報告》, 文物出版社, 49∼51쪽.

37)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위의 책.

38) 王承禮, 1979 앞의 글;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위의

책, 49∼51쪽. 보고서에서는 東, 中, 西, 北의 4개의 매장주체부가 있다고 하

였으나 북쪽 매장주체부의 정보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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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M3호묘가 첫 조사 당시에는 석실묘로 분류되었고, 2004년 조사 당시

에는 고분 내부가 흙과 석재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려하면 조사 및 복토

과정에서 내부의 석재가 치워졌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도 하

다. 따라서ⅠM3호묘는 토광묘가 아니라 유사한 구조를 띠는 육정산 고

분군ⅠM5호묘처럼 석실묘이며, 초석으로 여겨지는 석재 역시 현실 석벽

상면을 구성하였던 석재 중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의 판단을 따

라 토광묘의 상면에 초석이 놓였던 것으로 본다고 해도 토광이 견딜 수

있는 무게와 압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탑이나 대규모의 건축물이 축조

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부에서 초석을 비롯해 銘文瓦를 포함한 기와편이 발견된 삼릉둔 1호

묘는 현실, 연도, 계단식 묘도로 구성된 반지하식 석실묘이다. 조사 당시

에 이미 도굴당해 부장품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40) 초석의 배치에 대

39) 東亞考古學會 編, 1939《東京城 : 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 東亞考

古學會, 39쪽.

40) 삼릉둔 고분군은 黑龍江省 寧安市 三陵鄕에 위치한다. 총 4호묘까지 확인되

었다. 삼릉둔 1호묘의 현실은 현무암을 이용하여 석축되었으며 장축방향은

남향이고, 규모는 390㎝×210㎝×240㎝(길이×너비×높이)이다. 연도는 중앙에

〔그림 4〕三陵屯 1호묘 평면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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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여러 기록이 엇갈리나,41) 도면 상으로는 3개의 초석이 확인된

다.42) 그러나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성격을 추정할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礎石이나 건축물의 기단부는 보이지 않지만 기와·전돌 등의 건축재료

가 발견되는 발해 고분이 많다. 그러나 건축재료의 존재만으로 묘상건축

물의 존재를 확언할 수 없다.43) 오히려 고분 구조상 이들 중 대다수는

고구려의 경우처럼 봉토 상면을 덮는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44)

仲坪 M6호묘와 같이 기와가 봉토 형성에 사용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주변 지역에서 섞여 들어온 것으로 보이거나 고분에 관한 정

확한 양상이 보고되지 않아 출토된 건축재료의 용도를 짐작하기 어렵기

도 하다.

따라서 발해의 묘상건축은 상부에 전탑이 축조된 경우(Ⅰ群), 상부에

초석이 남아 있어 목탑이나 다른 건축물의 존재를 상정해볼 수 있는 경

우(Ⅱ群), 기와·전돌 등이 출토되어 고분 상부를 덮었던 시설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Ⅲ群)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Ⅰ, Ⅱ군은 墓上建築物이, Ⅲ군은 墓上施設이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묘상건축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塔’이다. 묘상건축물

로서 ‘塔’이 나타는 고분은 모두 지하에 매장주체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위치하며, 크기는 400㎝×136∼209㎝×158∼180㎝(길이×너비×높이)이다. 천장

은 판석으로 평행고임을 한 형태이다. 묘도는 계단식으로 총 길이가 700㎝에

달한다. 벽면에 灰를 칠한 흔적이 있는데, 삼릉둔 2호묘에서 벽화가 발견되었

음을 고려해볼 때 1호묘에도 벽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묘도 서편에서

석사자가 출토되었다(中國考古學會, 1989《中国考古学年鉴》, 文物出版社; 劉

曉東·付曄 저, 김영국 역 1993 앞의 글; 송기호, 1999〈만주의 발해 부여 유

적 답사 보고〉《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 2002〈삼령둔무덤〉《발해의 유적과 유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송기호, 2009〈삼릉둔고분군〉《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육정산 ⅠM3호의 형식에 대한 보고서의 판단

을 따른다면 현재까지는 상부에서 초석이 발견되는 유일한 석실묘이다.

41) 방학봉, 2006《발해불교와 그 유적·유물》, 신성출판사, 107∼108쪽.

42) 東亞考古學會 編, 1939 앞의 책, 39쪽.

43) 자세한 내용은 뒤의 ‘[附表 1]’을 참고.

44) 송기호, 1998 앞의 글, 28∼29쪽; 2010 앞의 글, 363쪽. 다만 송기호는 육정

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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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이 분구를 대신한다. 그러나 이외의 묘상건축은 그 매장주체부가 지상

에 위치한 것도 있고, 지하에 위치한 것도 있다. 한편, 전탑이 축조되었

다는 점에서 중원 불교 문화와의 관련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Ⅰ군의 사례

는 물론이고, Ⅱ, Ⅲ군에 해당하는 사례 중에서 말갈의 문화가 강하게 드

러나는 무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Ⅱ, Ⅲ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례는 고구려의 석실봉토묘의 구조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문화 요소가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45)

45) 발해시기 이전의 말갈 문화, 즉 문헌상 물길로 등장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다만 ‘冢上作屋’이라는 기록과 말갈의

수혈 주거지 형태를 연결하여 목조 건축물이 무덤을 가리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연구가 있을 뿐이다(이강 저, 김진광 역, 2007〈勿吉과 발해의 “冢

上作屋”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고구려연구》26, 고구려발해학회). 후대의

사례이긴 하나 10세기 전반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콕샤로프카-8 석축구조물

의 경우를 묘상건축의 사례로 보는 연구도 있는데, 러시아 측 조사자는 기단

기저부의 바깥쪽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올린 목조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

고 있다(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

고고민족지연구소, 2015《연해주 콕샤로프카 유적 – 콕샤로프카-1 평지성,

콕샤로프카-8 건축구조물》,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15쪽; 小

嶋芳孝, 2017〈ロツア沿海地方のパクロカ文化期におけろ墓上建物の新事例〉

《古代國家と北方世界》, 同成社). 결국 말갈의 경우 발해처럼 고분의 상면에

초석을 놓고 건축물을 축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二장에서

서술할 것이나 고분 상부에 탑이 축조된 경우는 동 시기 중국에서 거의 동일

한 형태의 실물 자료인 地宮이 등장하므로 역시 말갈과 연결하여 보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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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貞孝公主墓의 구조적 특징

貞孝公主墓는 渤海 墓上建築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발해

에서 나타나는 묘상건축물 중 대다수는 塔이며, 그중에서도 塼塔이 축조

되는 Ⅰ군이 다수이다. 이는 총 6기의 墓上建塔 사례 중 4기가 전탑이

축조된 塼室塔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례 중 피장자나 축조 연

대를 알 수 있는 사례는 정효공주묘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고분들이 도

굴이나 파괴 등으로 인해 편년의 근거가 될 만한 유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적달탑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조사 당시 이미 도굴

당한 상태였고, 영광탑 아래의 지하 구조 역시 조사 당시에 이미 심하게

파괴된 상태였다.46) 용해구역 M10호묘 역시 일찍이 도굴되었다.47) 다만,

마적달탑·영광탑 두 고분의 조사자가 구조적 유사성을 들어 축조연대가

정효공주묘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48)

전축의 매장주체부 상부에 전탑이 축조된 경우와 木塔이 축조된 경우

의 선후관계 역시 알 수 없다. 목탑이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용해구역

M13·M14호묘나 하남둔 고분에서도 墓誌 등의 문자 자료가 출토되지 않

았고, 출토 유물로도 축조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

구에서는 용해구역 M13·M14호묘 상부에 나타난 것이 목탑이라는 점에

서 당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전에 봉

토에 시설을 한 것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연원은 고분

상면에서 기와·전돌 등이 출토되는 고구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

다. 더하여 먼저 등장한 목탑이 당의 영향을 받아 전탑으로 바뀌어 갔다

고 보았다.49) 그러나 정효공주묘를 비롯한 전실탑묘와 유사한 구조의 地

宮을 가진 唐代 法門寺塔 역시 목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탑이 아니

46) 張錫瑛, 1984 앞의 글, 91∼94쪽;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6 앞의 책,

吉林省文物志編委會, 70∼75쪽.

47)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앞의

글, 30∼31쪽.

48)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琿春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72쪽.

49) 송기호, 2010 앞의 글, 363∼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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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만으로 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50)

이러한 묘상건탑 사례뿐만 아니라 발해 고분은 전반적으로 구조나 출

토 유물을 통한 연대 추정이 어렵다. 고분의 축조연대와 피장자를 분명

하게 알려주는 것은 묘지 등의 문자자료일 것이다. 묘지가 발견된 발해

고분은 정효공주묘 외에도 貞惠公主, 孝懿皇后(文王의 妃), 順穆皇后(簡

王의 妃)의 고분 등 3기에 불과하다. 문자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墓

主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2기 있다.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의 고분

들은 대체로 2기가 한 쌍을 이루는 분포를 보이며 이는 부부가 異穴合葬

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효의황후(용해구역 M12호묘), 순목황후(용

해구역 M3호묘)의 무덤과 각각 짝을 이루는 고분은 문왕과 간왕 혹은

그들의 假墓일 가능성이 높다.51) 그런데 밝혀진 순목황후 묘지의 내용은

簡王의 부인이라는 점과 존호, 성씨, 그리고 매장 연월일이 전부이며,52)

효의황후의 묘지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다. 결국 피장자와 축조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매장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는 발해 고분은

정혜·정효공주묘의 2기 뿐이다.

묘지에 드러난 정혜·정효공주의 생애는 매우 유사하다. 우선 둘 모두

아버지인 문왕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는

남편과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내고 수절하다가 777년 40세의 나이로, 넷째

50) 唐代에 축조된 법문사탑은 목탑이었다. 당대 법문사탑 탑기 조사 보고에 따

르면 19개의 초석이 남아 있다고 한다. 당나라 시기에 지어진 목탑은 明 隆

慶 연간에 무너졌는데, 이후 7층의 전탑이 세워졌다고 전해진다(陝西省法門

寺考古隊, 1988〈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展簡報〉《文物》1988-10, 文物出版

社, 3, 5쪽).

51) 효의·순목황후의 고분은 모두 짝을 이루는 고분들 중 서쪽에 위치한다. 同

封異穴合葬墓인 용해구역 M13·M14호묘와 하남둔 고분에서 출토된 다량의

금제 유물을 통해 여성이 서쪽에 묻혀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에 동쪽편에

서 두 황후의 고분과 짝을 이루는 무덤을 문왕과 간왕 혹은 그들의 가묘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송기호, 2010 앞의 글, 353쪽).

52)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앞의

글, 38쪽. 2009년의 발굴 簡報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순목황후의 성씨는

太氏이고, 매장연월일은 建興 12년 7월 15일로 宣王 末年에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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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인 정효공주 역시 남편과 어린 딸을 잃고 792년 36세의 나이로 사망하

였다.53) 그런데 두 사람의 묘지는 형태가 圭形으로 같음은 물론 크기도

거의 동일하다. 서체와 재질 역시 같다. 더욱이 내용에서도 개인사를 제

외하고는 구성과 문장이 거의 일치한다. 이는 당시 발해 묘지 제작에 정

형화된 격식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54)

그러나 두 공주의 葬地와 葬法, 그리고 고분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혜공주는 舊國 지역인 육정산 고분군에, 정효공주는 中京 지역에

위치한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에 묻혔다. 이처럼 두 공주의 장지가 다

른 이유로는 歸葬制의 실시나 남편의 신분 혹은 역할 등이 거론되어 왔

으나 모두 추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55) 두 공주의 葬地는 모두 사망

53) 〈貞惠公主墓誌〉“粵以, 寶曆四年夏四月十四日乙未, 終於外第春秋四十, 諡曰

貞惠公主. 寶曆七年冬十一月廿四日甲申, 陪葬於珍陵之西原, 禮也.”

〈貞孝公主墓誌〉“大興五十六年夏六月九日壬辰, 終於外第, 春秋三十六, 諡曰貞

孝公主. 其年冬十一月廿八日己卯, 陪葬於染谷之西原, 禮也.”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 신라2, 발해》, 駕洛國

史蹟開發硏究院, 454, 460쪽.

54) 두 묘지는 서문 네 단락과 명문 여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騈儷文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정효공주묘지를 통해 여러 조

각으로 파괴된 채 발견되어 판독이 어렵거나 결실된 정혜공주묘지의 내용을

추론하기도 한다(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

신라2, 발해》,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451쪽).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가족관계, 사망일시, 매장지 등에 대한 내용뿐이다. 이를 지적한 연구가 이미

있어왔다(王承禮, 1982 앞의 글, 182쪽; 한정인, 2010 앞의 글, 42∼43쪽).

55) 정혜공주묘가 舊國 지역에 축조된 이유로 발해에서의 歸葬制 시행을 드는

견해가 있었다(金毓黻, 1956〈關于“渤海貞惠公主墓碑硏究”的補充〉《考古學

報》1956-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鳥田正郞, 1958〈新出土史料による渤

海國官制補說〉《法律論叢》31卷4號, 明治大學法律硏究所). 그러나 정효공주

의 무덤이 중경 지역인 화룡시 용두산에서 발견되며 이 설은 설득력을 잃었

다. 이후 두 공주의 매장지가 다른 이유로 공주들의 남편들의 任地나 신분을

드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남편이 발해 건국집단에 속하는 핵심 지배

층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혜공주는 육정산 고분군에 묻혔다는 것이다. 반면,

정효공주묘가 축조된 중경 지역에도 중앙과의 결부가 강한 인물을 배치할 필

요가 있었으며, 그가 바로 정효공주의 남편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핵심인 육

정산 고분군이 아닌 용두산 고분군에 묻혔기에 정효공주 남편의 지위는 정혜

공주 남편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河上 洋, 1989〈渤海の交通路と

五京〉《史林》72-6, 史學硏究會, 99∼100쪽; 김종복, 2009《발해정치외교

사》, 일지사, 168∼169쪽).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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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해가 수도로 삼았던 곳이 아니기도 하다. 정혜공주묘가 축조된

때는 발해가 상경에 도읍을 하고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국 지역인

육정산 고분군에 무덤이 축조되었고, 정효공주묘 역시 동경 지역에 수도

를 두고 있던 시기에 중경 지역에 축조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추론할만한 근거도 또한 없다.

장례기간에서도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혜공주는 777년 4월에

사망하여 780년 11월에 묻혔기에 매장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

을 알 수 있는데 반해, 정효공주는 792년 6월에 사망하여 같은 해 11월

말 묻혀 그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56) 그런데 정혜공주의 경

우처럼 매장까지 3년이 걸리는 것은 당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

었다. 당나라 의례의 전거가 되는 《禮記(禮經)》에 따르면 殯葬 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天子로 7개월인데,57) 실제로는 황제의 장례에서조차 정

해진 빈장 기간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 – 15년 閏 正月 이때 여러 재상들이 憲宗皇帝의 능에 대해

함께 의논하였는데, 전에 칙서를 내려 (장례일로 사용하라고 하

신) 12월 28일은 너무 멀다고 하였다. 待詔僧 惟英이 5월 19일을

사용하도록 고치기를 청하였다. 太常博士 王彥威가 다시 주청하

여 말했다. “신이《禮經》을 살펴보니, 天子는 7개월에 장사지낸

다 하였습니다. 조정의 옛일에는, 고조는 6개월에 장사지내셨고,

태종은 4개월에 장사를 지내셨고, 고종께서는 9개월에 장사를 지

냈으며, 중종은 6개월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종은 5개월에 장

사를 지냈고, 순종은 7개월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현종·숙종의 두

황제의 능에 있어서는 황제의 탄생일[聖誕]로 인하여 吉凶이 함

께 있어서, 담당 관리가 갖추어지지[不給] 못할 것을 두려워하였

습니다. 따라서 (현종·숙종) 두 분 모두 12개월에 장사를 지냈습

니다. 모두 그렇게 된 것이지, 전법[常典]은 아닙니다.”

(《唐會要》卷 38〈奪情〉)58)

보다 용두산 고분군에서도 발해 왕실의 최상층 구성원인 황후의 고분이 2기

나 발견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6) 각주 53번 참고.

57) 《禮記》〈王制〉“天子七日而殯, 七月而葬. 諸侯五日而殯, 五月而葬. 大夫·

士·庶人, 三日而殯, 三月而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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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唐會要》의 기록이다. 憲宗의 장례일을 바꾸기 위한 논의 과정에

서 역대 당나라 황제들의 빈장 기간이 드러나는데, 짧게는 4개월에서 길

게는 12개월까지 모두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태상박사 왕언위의 말대

로 반드시 전범을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1년 이상 소요되

는 경우는 보이지 않으며, 왕언위의 말을 통해 12개월 만에 장사 지낸

것조차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임을 짐작해볼 수 있기도 하다. 당나라 태

자와 공주의 장례 기간도 모두 제각각이었으나 역시 1년을 넘기는 경우

는 존재하지 않는다.59) 이를 고려한다면 매장까지 3년이 넘게 걸린 정혜

공주의 장례는 당나라의 예를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구

려의 상장의례를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구려의 빈장 기간이 3년

이라는 것은《隋書》의 기록에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60) 같은 맥락에서

빈장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 정효공주의 경우는 唐禮를 따랐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고분의 구조이다. 정혜공주묘는 지

상식의 대형 석실봉토묘로, 평양 도읍기 고구려의 주류 묘제인 석실봉토

묘와 유사하다. 一장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봉토 상부에 탑을 비롯

한 건축물이 존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61) 또한, 천장에 평행고임과

삼각고임을 하였는데 이는 고구려 고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전반적으로 정혜공주묘는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묘지와 석사자상을 함께 배장한 점, 벽돌로 바닥 시설을 한

58) 《唐會要》卷 38〈奪情〉“十五年閏正月, 時宰相公卿僉議憲宗皇帝山陵, 前敕,

用十二月二十八日, 太遠. 待詔僧惟英, 請改用五月十九日. 太常博士王彥威復奏

曰. 臣按《禮經》, 天子七月而葬. 國朝故事, 高祖六月而葬. 太宗四月而葬, 高宗

九月而葬, 中宗六月而葬. 睿宗五月而葬, 順宗七月而葬. 元宗·肅宗二聖山陵, 以

聖誕吉兇相屬, 有司懼不給. 故並十二月而葬. 蓋有為而然. 非常典也.”

59) 다만, 측천무후 집권기에 반역죄로 죽은 태자들의 경우는 묘지명에 매장 일

시가 나와 있지 않거나, 사망일자로부터 수년의 격차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후에 무덤이 移葬되었기 때문이다.

60) 《隋書》東夷列傳 高句麗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61) 정혜공주묘의 봉토 중에서도 평기와의 편들이 다량 출토되었으나 圓丘形의

봉분 겉면이나 주변에서 초석과 같이 묘상건축물의 존재를 단언할만한 흔적

은 발견되지 않았다(王承禮, 1979 앞의 글,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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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에서는 당나라의 영향이 보인다.62) 板石으로 축조하였으며 평행고

임 구조가 나타나는 천장 등에서 보이듯 정효공주묘에도 고구려의 영향

을 받은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축조재료가 전돌이며, 내부에 그려

진 벽화에 唐風이 드러나고, 상부에 전탑이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효공주묘는 당나라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63)

정효공주묘에서 발견된 벽화의 내용은 시위도인데, 묘실 네 벽을 둘러

그려지는 것이 당대의 특징이다. 그려진 衣冠 등에서도 당나라의 영향이

보인다.64)

이처럼 정혜공주묘가 장법과 고분 형식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

은 모습이 보이는 반면 정효공주묘에서는 전반적으로 당나라의 영향이

크게 드러난다. 특히 정효공주묘의 구조가 陝西省 扶風縣의 법문사탑으

로 대표되는 唐代 甲字形 地宮65)과 거의 같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

서 지적된 바이다.66) 상부에 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효

공주묘는 당대의 횡혈식 사리장엄방식을 따라 고분을 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당대 사리매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풍현 법문사탑 지궁과

정효공주묘는 塼築하였음은 물론 양자 모두 계단식 묘도, 연도, 현실의

구조를 띤다.67) 이외에도 陝西省 西安市 周至縣 仙游寺 法王塔이나, 陝西

省 臨潼縣 慶山寺 舍利塔, 甘肅省 涇川縣 大雲寺址의 사리탑 아래에서도

같은 구조의 지궁이 발견되었다.68) 정효공주묘 이외의 발해의 전실탑묘

역시 같은 구조를 가진다.

62) 송기호, 1998 앞의 글, 27∼28쪽; 王承禮, 1979 앞의 글; 吉林省文物考古硏究

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앞의 책.

63) 정효공주묘에 관한 자세한 제원은 앞의 [표 1]을 참고.

64) 정병모, 1999 앞의 글, 96쪽; 한정인, 2010 앞의 글, 31쪽. 그러나 정병모는

정효공주묘의 벽서 시위도와 당의 그것과의 차이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65) 여기에서 地宮은 지하식 사리안치실을 의미한다.

66) 주경미, 2003 앞의 책; 西谷 正, 2005 앞의 글; 한정인, 2010 앞의 글.

67) 다만 정효공주묘가 단실 구조임에 반해 법문사탑 지궁은 前, 中, 後室을 가

진 다실 구조라는 차이가 있다(陝西省法門寺考古隊, 1988 앞의 글, 5∼7쪽).

68) 주경미, 2003 앞의 책, 482쪽; 한정인, 2010 앞의 글. 한편 仙游寺 法王塔 아

래 地宮은 石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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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갑자형 지궁은 당나라 황실 분묘의 지하구조를 따른 것으로,

사리장엄이 황실 주도로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 나타났다. 가장 이른 시

기의 갑자형 지궁인 대운사와 법문사 내의 지궁은 측천무후가 고종의 황

후로서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에 축조되어 황실 주도 사리공양 및 장엄

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리장엄이 정치적인 의미를 띤

佛事였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70) 측천무후가 자신의 집권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 불교를 이용하였음 역시 이미 지적되어 온 바이다.71) 중국에

불교가 수용되었던 초기 神異性이 강조되었던 佛舍利가 점차 骨舍利, 즉

유체로서의 의미가 강해진 것도 사리안치실이 고분의 지하 구조를 따르

69) 陝西省法門寺考古隊, 1988 앞의 글, 4쪽.

70) 주경미, 2003 앞의 책, 168∼169, 219쪽. 이외에도 측천무후의 즉위와 사리공

양이 정치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滋野井恬,

1973〈武周革命に翼贊せる二種の佛典について〉《唐代佛敎史論》, 平樂寺書

店).

71) Stanley Weinstein, 임대희 역, 1995〈당대 불교 종파 형성에 있어서 황실의

후원〉《종교와 문화》1권,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30∼232쪽. 측천무

후가 권력을 잡기 이전의 당 황실은 불교 후원에 크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당 太宗 연간까지는 대체로 불교보다 도교와 유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玄奘이 서역에서 귀국한

이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장엄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高宗代에도 불교 교단이 누리는 몇 가지 특권을 제한하

려는 시도가 있기도 했다(Arthur F. Wright, 위진수당사학회 역, 1999〈당태

종과 불교〉《唐代史의 조명》, 아르케, 321∼355쪽; Stanley Weinstein, 임대

희 역, 1995 위의 글, 198∼199쪽).

〔그림 5〕法門寺塔 地宮 단면도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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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이유였다. ‘석가모니의 유해(유골)’의 의미가 강한 骨牙形 사리는

당연히 장송의례에 따라 안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72) 棺槨 형태의

사리함이 당대에 처음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

나 측천무후 이후 당나라의 모든 지궁이 황실의 분묘 구조를 따르는 것

은 아니다. 당대의 갑자형 지궁은 대체로 측천무후가 실권을 잡은 이후

부터 盛唐時期까지 축조되는 모습을 보인다.73)

한편, 전실탑묘와 같이 고분 상부에 탑을 세우는 것은 무덤이나 그 분

구를 탑으로 대신하는 塔葬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74) 墓塔, 浮圖 등이

이처럼 塔을 이용하여 승려의 무덤을 조성한 것인데, 이러한 묘탑은 무

리를 이루어 塔林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사례

중 탑 아래 지하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시신을 매장한 경우를 찾기

는 어렵다. 지금까지 승려의 묘탑으로 알려진 사례는 塔身에 사리나 像

을 안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75)《高僧傳》에 曇稱, 帛尸梨

密多羅, 法匱, 竺法義, 竺僧輔 등 5명의 승려가 지하에 시신을 매장한 후

탑을 세웠다고 전해지지만 실물 자료를 찾을 수 없다.76)《金石萃編》(卷

71∼113)에 기록된 舍利塔下銘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

72) 주경미, 2003 앞의 책, 80, 166∼168쪽.

73) 唐代 地宮은 수혈식이 6기, 횡혈식이 10기로 후자의 수가 조금 더 많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에는 당 후기의

황실 주도의 사리 장엄이 새로운 지궁을 축조하기보다는 법문사 지궁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도 있으며, 唐末에는 會昌 廢佛 등으로 인해 사리 장엄

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附表 2]’를

참고’

74) 轉輪聖王의 장법이자 석가모니 再世時부터 있어왔던 塔葬은 불사리장엄 방

식에서 시작되었으나 승사리장엄 방식으로도 이용되었다가 점차 불교 교단

내의 상장의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이자랑, 2016〈불탑〉《테마 한국불교

4》,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322∼323쪽; 주경미, 2003〈중국 고대 불사리장

엄의 연구 Ⅰ〉《동양고전연구》18, 동양고전학회, 269쪽).

75) 張馭寰, 2000《中國塔》, 山西人民出版社, 66∼71쪽. 지하 구조에 대한 조사

가 이루어지 않아 사례가 적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묘탑 중

현재까지 시신이나 승사리가 출토된 예는 거의 없다.

76) 이러한 매장방식은 중국식의 변형이라고 한다. 무덤 위에 탑을 세울 때에는

화장을 하여 지하에 매장하는 것이 인도의 원래 방식이기 때문이다(주경미,

2003 앞의 글,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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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현재 관련 유구를 확인하기 어렵다.77) 특히 당대 승려의 경우 현재

까지는 神會大師78)의 승사리장엄만이 탑 아래에 시신이 매장된 유일한

실물 자료라 하겠다.79)

성당시기의 長安의 일부 귀족들 중에서도 묘상건탑한 사례가 보인다.

郭元誠과 그 부인의 무덤 위에는 雙塔이 세워져 있으며, 藍田縣 輞川에

위치하는 大詩人 王維의 어머니의 무덤은 봉토는 없고 대신 높이 2m의

塔 1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80) 현재 왕유 어머니 무덤의 봉토 대신 세

운 이 탑은 남아 있지 않으나, 塔址의 얕은 지점에서 三彩 器皿 등의 물

품이 출토되었다.81) 곽언은 승려는 아니었지만 居士菩薩戒를 받았던 것

으로 알려져 있고, 왕유의 어머니 역시 불교를 崇信하였다고 한다. 곽언

의 예로 비추어볼 때 왕유의 어머니 역시 재가신자였을 가능성도 있

다.82) 즉, 자신을 居士라고 생각하거나 佛心이 아주 깊은 일반 신도들의

77) 《金石萃編》에 ‘탑을 세우고 刻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승려는 藏禪師塔銘

(開元 4년 正月), 珪禪師塔(개원 12년 10월), 淨業法師塔銘(개원 12년 6월), 堅

行禪師塔銘(개원 21년), 景賢大師塔記(개원 23년 8월), 進法師塔銘(개원 25년

7월), 無畏不空禪師塔記(개원 25년 8월), 貞和上塔銘(개원 26년 7월), 淨藏禪

師身塔銘(天寶 5년), 靈運禪師塔銘(천보 9년), 無垢淨光塔銘(貞元 15년), 元獎

塔銘(開成 4년) 등이 있다. 곽언 부부의 雙塔을 소개한 桑紹華·張蘊의〈西安

出土文安公主等墓志及郭彦塔銘〉에서는 곽언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선종의

“擧骨至塔所 …(중략)… 入骨于墓”의 장법을 따른 것으로 보고, 위에 나타난

塔銘의 사례 역시 같은 현상으로 보았다.《金石萃編》에 기록이 나타나는 승

려들이 대체로 禪宗 계열의 승려이기 때문이다(桑紹華·張蘊, 1988〈西安出土

文安公主等墓志及郭彦塔銘〉《考古與文物》1988-4, 陝西省考古硏究所, 82쪽).

그러나 실제로 탑 아래에서 매장주체부가 발견된 사례가 거의 없고, 승려의

墓塔 중 대다수가 塔身 내에 시신이나 사리를 안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金石萃編》의 사례들을 모두 무덤 위에 탑을 건립한 경우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78) 神會大師(684∼758년)는 唐代 禪宗 승려로, 六祖 慧能의 제자이다.

79) 洛陽市文物工作隊, 1992〈洛陽唐神會和尙身塔塔基淸理〉《文物》1992-3, 文

物出版社.

80) 桑紹華·張蘊, 1988 앞의 글. 곽언 부부의 무덤은 長安縣 郭杜鎭 長里村에 있

다.

81) 桑紹華·張蘊, 1988 위의 글, 82쪽.

82)〈大唐故朝散郞前行太史監靈臺郎太原郭府君塔銘幷序〉“…(前略)…粤若大居士

外祖父散郞前行太史監靈臺郎太原郡郭元誠, 字彦…(下略)…”; 桑紹華·張蘊,

1988 위의 글,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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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무덤 위에 建塔하는 불교식 상장의례를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에도 자세한 매장 정황은 알 수 없다. 곽언 부부의 무

덤은 매장주체부가 조사되지 않았으며, 왕유 어머니의 무덤 위에는 현재

탑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고분의 분구 대신 탑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 실제 사례는 극

히 적으며 발해 이외의 사례는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

우가 많다. 무엇보다 발해 묘상건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실탑묘는 당

대 갑자형 사리안치실과 동일한 구조로 매장주체부를 축조하고 그 상부

에 전탑을 세운 것인데, 이러한 조합은 아직까지 당나라 내에서는 실물

사례가 확인된 바 없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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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貞孝公主墓 塼塔의 출현 배경

貞惠·貞孝公主는 발해 文王의 딸로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 묘지를 통

해서 보이는 두 공주의 삶 역시 유사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喪

葬儀禮와 墓制 전반에서 정혜공주는 고구려의 전통을, 정효공주는 唐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전탑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정효공주

묘에서는 당대 불교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의 사리 장엄과 관련된 墓上建塔 문화는 중국의 승려들 사

이에서는 이르면 4세기,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8세기 전반에는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土葬 후 建塔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高僧傳》의 승려들은 모두 4∼6세기에 활동한 남조 시기의 인물이

다.83) 앞서 언급한 곽언은 開元 18년인 730년에, 그의 처 王氏는 개원

22년인 734년에 사망하였다. 왕유 어머니 무덤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왕유가 699년 혹은 701년에 태어나 761년에 사망한 인물이며,

그의 어머니는 왕유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므로 축조시점은 역시

8세기 전반일 것이다.

한편 여러 차례 당나라와 충돌하였던 武王과는 달리 발해 文王은 文治

를 표방하며 재위 초부터 중국의 문물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을 보인다.84) 문왕은 즉위 다음해인 개원 26년(738년)에 당나라에 사신

을 보내 여러 서적들을 구하였는데,85) 그 서적 중 하나가 바로 《唐禮》,

곧 《大唐開元禮》이다.86) 즉, 문왕 초기부터 이미 당나라의 의례에 대한

83) 二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高僧傳》에는 曇稱, 帛尸梨密多羅, 法匱, 竺法

義, 竺僧輔 등 5명의 승려가 지하에 시신을 매장한 후 탑을 세웠다고 전해진

다.《高僧傳》에 기록되어 있는 승려들의 활동연대는 後漢 永平(67년)부터 天

監 18년(519년)까지이므로 적어도 6세기에는 지하에 시신을 안치하고 상부에

탑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84) 송기호, 1995《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107쪽.

85) 《唐會要》卷36 “二十六年六月二十七日, 渤海遣使, 求冩《唐禮》及《三國

志》·《晉書》·《三十六國春秋》. 許之.”

86) 《大唐開元禮》는 開元 20년(732년)에 완성하여 같은 해 9월에 반포한 것이

다. 기본적으로 국가 규범인 5禮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례와 관련된

令·式의 법률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송기호, 1995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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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三國志》·《晉書》·《三十六國春秋》

등의 여러 역사서도 함께 들여오는 모습을 볼 때, 의례뿐만 아니라 중국

의 역사나 사회상 역시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왕이 당에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57년의 재위기간 동안 61차

례로 연평균 1회가 넘는다.87) 특히 정혜공주의 매장이 이루어지 전까지

의 사신 파견 횟수만 55회에 이르며 大曆 연간에 해당하는 문왕 31년

(767년)에서 39년(775년) 사이에는 더욱 자주 사신을 보냈다.88) 이처럼

빈번한 사신 파견은 738년의 서적 입수 사례와 같이 발해가 당의 의례와

문화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무덤 위에 탑을 지어 분구를 대

신하는 長安 귀족 불교 문화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해에 전해졌을 가

능성을 상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단언할만한 증거는 없다.

발해 문왕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762∼763년에 일본으로 간 발해 사신 王新福 일행이 東大寺에서

禮佛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89) 文王代에 축조된 上京城, 中京城,

東京城 지역에서 발견된 다수의 절터가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문왕과 불교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은 그의 尊號일 것이다. 문왕의

존호 ‘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의 ‘금륜’과 ‘성법’은 불교 용어로 전륜성

왕과 관련 있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존호는 정혜·정효공

주 묘지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107쪽).

《舊唐書》 卷21 禮義 “開元十年, 詔國子司業韋縚為禮儀使, 專掌五禮. 十四

年, 通事舍人王喦上疏, 請改撰禮記, 削去舊文, 而以今事編之. 詔付集賢院學士

詳議. 右丞相張說奏曰, 禮記漢朝所編, 遂為歷代不刊之典. 今去聖久遠, 恐難改

易. 今之五禮儀注, 貞觀·顯慶兩度所修, 前後頗有不同, 其中或未折衷. 望與學士

等更討論古今, 刪改行用. 制從之. 初令學士右散騎常侍徐堅及左拾遺李銳·太常

博士施敬本等檢撰, 歷年不就. 說卒後, 蕭嵩代為集賢院學士, 始奏起居舍人王仲

丘撰成一百五十卷, 名曰大唐開元禮. 二十年九月, 頒所司行用焉.”

87) 송기호, 1995 앞의 책, 112쪽.

88) 《舊唐書》 卷199下 列傳149下 北狄 渤海靺鞨 “大曆二年至十年, 或頻遣使來

朝, 或間歲而至, 或歲內二三至者.”

89) 송기호, 1992 〈불교의 전개과정과 몇 가지 특징〉 《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

念論叢韓國佛敎文化思想史》上, 논총간행위원회(2011, 《발해사회문화사연

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7∼212쪽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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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효공주묘 축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해 왕실의 묘제는 고구려

계의 석실봉토묘가 주축이 된다. 이는 기존에 제시된 견해와 달리,90) 중

국의 묘제인 전축묘 계열이 기존의 것을 대신하여 발해 왕실의 묘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발해 초기의 왕실 고분군으로

여겨지는 六頂山 古墳群 Ⅰ구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석축묘이다.

역시 발해의 왕실 고분군으로 간주되는 용해구역 고분군에서는 총 19기

의 고분이 확인되는데, 그 중 11기가 석실봉토묘의 형태를 띤다. 이 중

순목황후묘는 정효공주묘보다 늦게 축조되었던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

고 묘상건탑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91) 발해 묘상건탑 사례는 전실탑묘가

4기, 목탑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 경우가 2기로 최대 6건에 불과하여

묘제의 주류를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견해처럼 장안 귀족 불교의 묘상건탑 문화가 발해에 들

어온 결과 정효공주묘와 같은 묘상건탑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그

수용 계기나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에 부딪힌다. 정혜공주묘의 존재

를 고려한다면 피장자의 신분이나 생애 혹은 고분 축조 당시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정효공주묘를 비롯한 독특한 묘제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

를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전축묘가 기존의 발해 왕실 묘제를 완전

히 대체한 것은 아니며 묘상건탑의 사례 역시 소수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90) 전형적인 고구려 석실봉토묘 양식을 보여주는 정혜공주묘와 달리 지하식으

로 전축된 정효공주묘가 축조되는 모습을 발해 왕실의 무덤이 고구려 양식에

서 당나라 양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있다

(송기호, 2005 앞의 글, 302쪽).

91) 《舊唐書》卷199下 渤海靺鞨 “元和元年…(중략)…八年正月, 授元瑜弟權知國

務言義銀靑光祿大夫·檢校祕書監·都督·渤海國王. 遣內侍李重旻使焉. 十三年, 遣

使來朝, 且告哀. 五月, 以知國務大仁秀爲銀靑光祿大夫·檢校祕書監·都督·渤海國

王.”

《新唐書》卷219 渤海 “弟明忠立, 改年太始, 立一歲死, 謚簡王. 從父仁秀立,

改年建興, 其四世祖野勃, 祚榮弟也.”

《구당서》에서는 大言義 다음에 바로 宣王 大仁秀가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신당서》의 기술은 다르다. 양자를 합쳐 보면 원화 13년에 簡王 大

明忠이 즉위하고 다음 해 대인수가 즉위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간왕의 비인 순목황후의 사망 시점은 간왕의 즉위 후인 817년 이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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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를 차용한 것은 한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효공주묘가 축조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혜공주묘 축조 후, 정

효공주묘 축조 전의 중국 및 발해의 분위기나 변화상을 좀 더 자세히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효공주묘 상부에 축조된 전탑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도 분명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분 상부에 위치한다는 점에 근

거하여 망자를 위한 추도시설으로 추론해왔을 뿐이다. 묘상건탑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효공주묘를 비롯한 塼室塔墓의 지하구조는 당 황실

구성원의 매장주체부와 동일하며 그 상부에 多層의 중국식 전탑이 지어

지는 형태이다. 현재까지는 중국 내에서조차 정효공주묘와 같은 형태를

띠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실물 자료를 통한 성격 추론에 한계가 있

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참고가 될 만 한 동 시기의 唐 皇室

관련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B - 肅王 詳은 德宗의 다섯째 아들이다. 大曆 14년(779년) 6월에

봉하였다. 建中 3년(782년) 10월에 죽었는데 이때의 나이가 4세

였다. 3일 간 조회를 폐하고, 揚州大都督에 추증하였다. (숙왕 상

이)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니 황제께서 그를 더욱 슬프게

여기시어 추념을 그치지 않았다. 분묘를 세우게 하지 않고 詔를

내려 서역법처럼 의논하여 벽돌을 층층이 쌓아 탑을 만들라고

하셨다. 禮儀使判官·司門郎中 李岩이 황제에게 말씀 올리기를,

“분묘의 법도는 경전에 항상 있는 것으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

기까지 다른 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벽돌을 층층이 쌓아

탑을 세움은 天竺에서 시작되었으니 이름하여《浮圖》라고 합니

다. 그것을 中華에서 행하는 것은 삼가 예에 어긋날까 두렵습니

다. 하물며 숙왕은 황제의 아드님[天屬]으로 이름과 지위가 높습

니다. 喪葬의 법이 簡冊에 있으니 (황제의 詔를) 거행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 가볍지 않습니다. 엎드려

청하건대 법령에 따라 분묘를 만들어서 전례를 따르십시오.” (덕

종이) 그 말에 따르라고 詔를 내렸다.

(《舊唐書》卷150 列傳100 德宗諸子 肅王 詳)92)

92) 《舊唐書》卷150 列傳100 德宗諸子 肅王 詳 “肅王詳, 德宗第五子. 大曆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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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山南으로 행차하던 중, 車駕가 성고현에 이르렀을 때 唐安

公主가 죽었다. (당안공주는) 황제(德宗)의 장녀로 昭德皇后의 소

생이었다. 성품이 총명하고 공손하며 인자하고 효성스러워 황제

의 총애를 받았다. …(중략)… (당안공주가) 죽자 황제의 슬픔이

매우 깊어, 담당 관서에 詔를 내려 그 장례를 후하게 치르게 하

였다. (姜)公輔가 간언하여 말하길 “오래 지나지 않아 경성을 회

복할 것이니 공주께서는 반드시 귀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行路 중이니, 또한 마땅히 검소하게 하여 그로써 군사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덕종이 노하여, 한림학사 陸贄에게 일러 말하길,

“당안공주가 일찍 죽었는데 여기에 분묘를 짓고 싶지 않으니 전

탑 하나를 지어 안치하게 함이 마땅 것이다. 공력과 비용을 극히

적게 하는 것은 재상이 논할 바가 아니다. 강공보가 홀연히 글을

올려 모두 이치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다만 짐의 과실을

가리키고 스스로를 견주어 이름(名)을 얻고자 한다. 짐이 골라서

발탁하여 복심으로 삼았으나 이에 짐을 이와 같이 저버리는구

나!” (陸)贄가 대답하여 말하길 “…(중략)…폐하께서 탑을 세우심

에 역과 비용이 적은 것은 재상의 논할 바의 일이 아닙니다. 다

만 이치의 옳고 그름을 물어야 할 것이지 어찌 일의 크고 작음

을 논하겠습니까? 만약 탑을 세우는 것을 옳다고 여긴다면 役이

비록 크다고 해도 탑을 짓는 것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만약 탑

을 세우는 것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비용이 비록 적다고 해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舊唐書》卷138 列傳88 姜公輔)93)

年六月封. 建中三年十月薨, 時年四歲. 廢朝三日, 贈揚州大都督. 性聰惠, 上尤憐

之, 追念無已. 不令起墳墓, 詔如西域法, 議層甎造塔. 禮儀使判官·司門郎中李岩

上言曰, 墳墓之義, 經典有常, 自古至今, 無聞異制. 層甎起塔, 始於天竺, 名曰

『浮圖』, 行之中華, 竊恐非禮. 況肅王天屬, 名位尊崇. 喪葬之儀, 存乎簡冊, 舉

而不法, 垂訓非輕. 伏請準令造墳, 庶遵典禮. 詔從之.”

93) 《舊唐書》列傳 卷138 姜公輔 “從幸山南, 車駕至城固縣, 唐安公主薨. 上之長

女, 昭德皇后所生. 性聰敏仁孝, 上所鍾愛. …(중략)…及薨, 上悲悼尤甚, 詔所司

厚其葬禮. 公輔諫曰, 非久克復京城, 公主必須歸葬. 今於行路, 且宜儉薄, 以濟軍

士. 德宗怒, 謂翰林學士陸贄曰, 唐安夭亡, 不欲於此爲塋壠, 宜令造一磚塔安置.

功費甚微, 不合關宰相論列. 姜公輔忽進表章, 都無道理, 但欲指朕過失, 擬自取

名. 朕比擢拔爲腹心, 乃負朕如此. 贄對曰, …(중략)…陛下以造塔役費微小, 非宰

相所論之事. 但問理之是非, 豈論事之大小? 若造塔爲是, 役雖大而作之何傷. 若

造塔爲非, 費雖小而言者何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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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경인일에 車駕가 성고현에 이르렀다. 당안공주가 죽었는데,

황제의 장녀이다.…(중략)…황제가 당안공주를 위해 탑을 지어

후하게 장례지내고자 하였다. 諫議大夫·同平章事 강공보가 表를

올려 간하길, “山南은 오래도록 평안한 땅이 아니니, 공주의 장

사는 응당 수도로 돌아가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검

소하게 하여 군사에 필요한 물자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資治通鑑》卷230)94)

肅王 詳과 唐安公主는 당나라 德宗(재위 780∼805년)의 자식이다. 숙왕

상은 4세의 나이로 782년에 사망하였으며, 당안공주는 784년에 2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95) 덕종은 이 두 자식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탑을 축

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B는 덕종이 다섯째 아들 숙왕을 장례지냄에 있어

불교식 塔葬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舊唐書》에서

덕종이 언급한 ‘西域法’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기사는 B가 유일하다. 대

신 ‘西域’은《구당서》에서 다수 등장하며 특히 불교 문화가 곧 서역의

문화라는 인식은 唐初인 高祖∼太宗 연간의 기사에서부터 드러나고 있

다. 따라서 ‘西域法’은 곧 불교의 문화이며, 이러한 인식과 문화는 당나라

초기부터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96) 반대의 의견을 표한

신하의 말을 통해서도 ‘서역법’이 곧 불교 문화임을 알 수 있다. 李岩은

94) 《資治通鑑》卷230 “(興元 元年)庚寅, 車駕至城固. 唐安公主薨, 上長女也.…

(중략)…上欲為唐安公主造塔, 厚葬之. 諫議大夫·同平章事姜公輔表諫, 以為山南

非久安之地, 公主之葬, 會歸上都, 此宜儉薄, 以副軍須之急.”

95)〈唐德宗長女唐安公主墓志铭〉“興元元年三月十九日薨于梁州城固县之行在. 上

避寝缠哀, 徹懸興慟. 禁衛無色，川原斂輝. 春秋廿有三.”

96) 《구당서》에서 이른 시기부터 불교 문화가 곧 서역법(서역의 문화)이라는

인식이 나타났음과 관련된 예를 하나 들자면 아래와 같다.

《舊唐書》卷79 列傳29 “七年, 奕上疏請除去釋教, 曰, 佛在西域, 言妖路遠, 漢

譯胡書, 恣其假託.…(중략)…奕武德九年五月密奏太白見秦分, 秦王當有天下, 高

祖以狀授太宗. 及太宗嗣位, 召奕賜之食, 謂曰, 汝前所奏, 幾累於我, 然今後但須

盡言, 無以前事爲慮也. 太宗常臨朝, 謂奕曰, 佛道玄妙, 聖迹可師, 且報應顯然,

屢有徵驗, 卿獨不悟其理, 何也? 奕對曰, 佛是胡中桀黠, 欺誑夷狄, 初止西域, 漸

流中國. 遵尚其教, 皆是邪僻小人, 模寫莊·老玄言, 文飾妖幻之教耳. 於百姓無補,

於國家有害. 太宗頗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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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구체적으로 황제가 지시한 사항이 곧 서역의 나라인 天竺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문화를 따라 분구를 조성하지 않고 탑으로 대신할 것을

명령한 덕종의 시도는 당 황실의 예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당연하

게도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다.97) 2년 후, 당안공주가 피난 도중에 사망

하자 덕종은 역시 탑을 지어 그 시신을 안치하고자 하였다.98) 물론 이것

이 지하에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고 그 위에 탑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단

순히 탑을 짓고 塔身에 시신을 안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塔葬을 의

도하였음은 분명하다. 喪葬의 과정에서 塔을 축조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난 중이라는 상황과 비용 상의 문제로

인해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처럼 건탑 기사가 나타나는 숙왕 상·당안공주와 고분 상부에 전탑이

남아 있는 발해의 정효공주는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그

로 인해 아버지인 王이 무덤 축조의 주체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99)

덕종이 기존의 예법을 무너트리면서까지 불교의 장법을 따른 것에 자신

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식에 대한 추도 목적이 있었음은 위의 사료를

통해 충분히 짐작된다.100)

97) 당 황실의 陵寢制는 이미 당 태종에 의해 정립되어 시행되었는데, 漢代와

마찬가지로 ‘依山爲陵’, 즉 산 중턱을 뚫어 현실과 묘도, 연도를 축조하고 담

장으로 묘역을 구분하였으며 묘역의 내부에 寢殿이나 下宮 등을 축조하는 것

이 기본이었다. 당대 황제들의 능침의 규모는 태종이 축조한 자신의 壽陵인

昭陵에 준하여 지어졌으나 배치는 高宗과 측천무후의 乾陵에 준하여 축조되

었다(徐吉軍, 1998《中國喪葬史》, 江西高校出版社, 388∼392쪽; 楊寬 저, 장

인성·임대희 역, 2005《중국 역대 陵寢 제도》, 서경문화사, 101∼112쪽; 조윤

재, 2009〈당대 제릉(唐代帝陵)〉《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국립문화재

연구소).

98) 이때의 피난은 783∼785년 현재의 河北省 지역인 魏博과 成德의 절도사들

이 반란을 일으켜 陝西省의 奉天으로 떠난 것을 말한다.

99) 唐 德宗은 11남 11녀를 두었고, 당안공주와 숙왕 상 외에도 덕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식들이 있다. 그러나 建塔 관련 기사는 숙왕 상과 당안공주의

사망과 관련된 기사에만 등장할 뿐이다. 다른 왕자나 공주의 경우 사망과 관

련된 기사가 없거나 소략하게 남아 있어 喪葬에 관한 내용을 추론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100) 앞서 언급한 곽언 부부의 塔下銘에 ‘靈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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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덕종대의 두 사례를 통해 정효공주묘의 전탑 역시 ‘추도’라는

목적 아래에 축조되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建塔 행

위가 적어도 8세기 당과 발해의 왕실에서 상장례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

었으며, 탑이 고분 혹은 그 일부로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

도 하다. 조심스러운 추론이긴 하지만 사료의 등장 시기를 고려한다면

묘상건탑이 정효공주묘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은 德宗代의 사

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일 가능성 역시 전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101)

한편, 당나라 태자나 공주는 물론 황제나 황후의 분묘 축조와 관련하

여 건탑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두 사례가 전부이다.

물론 이들 사례 역시 현재 그 실물을 찾아볼 수 없다. B를 통해 알 수

있듯 숙왕 무덤의 墳墓를 탑으로 대신하고자 했던 덕종의 시도는 신하들

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당안공주묘는 현재 西安에서 찾을 수 있으

며 이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102) 도굴로 인해 출토유물이 많지 않

으나 墓誌는 남아 있어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

안에 남아 있는 이 무덤이 C에서 언급되는 당안공주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C, D에서 歸葬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현재 조사된 당안공주의

무덤은 수도 長安으로 돌아온 후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언급된 탑은

奉天(현재의 陝西省 乾縣)으로 피난하는 동안 공주의 시신을 안치함과

동시에 명복을 빌기 위한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위치나

존재를 알 수는 없다.103)

해서도 묘상건탑에 추도의 목적이 있었음이 짐작되는 바이다(桑紹華·張蘊, 1988

앞의 글, 82쪽).

101) 이 시기에도 사신 파견 기록이 있다.

《舊唐書》卷199下 列傳149下 北狄 渤海靺鞨 “建中三年五月·貞元七年正月, 皆

遣使來朝, 授其使大常靖爲衛尉卿同正, 令還蕃.”

102) 당안공주묘는 다른 당나라 태자 및 공주들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塼築하였

으며 경사진 묘도, 연도, 그리고 현실로 구성된 단실묘이다. 연도와 현실 내

부에서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墓上建築物은 존재하지 않는다(陳安利·馬咏鍾,

1991〈西安王家墳唐代唐安公主墓〉《文物》1991-9, 文物出版社).

103) 물론 탑의 건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

라도 덕종이 숙왕 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추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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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덕종이 父王인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자녀들을 위해

탑을 축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代王 諲과 文敬太子 謜 등도 덕

종의 자식이며 역시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 사망기사에서 건탑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104) 이러한 차

이는 덕종이 두 사람을 특별히 총애했던 탓에 생긴 것일 수 있다. 그러

나 이외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고분 축조 당시의 시대

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덕종이 불교식 장법을 받아들여 요절한

자식들의 무덤 위에 탑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 두 사례는 공교롭게도

당의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에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

다.

代宗을 이어 왕위를 계승한 덕종은 藩鎭體制의 폐단도 함께 물려받았

다. 하지만, 대종과 달리 덕종이 번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탓에

건중 2년인 781년에는 平盧節度使 李正己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105) 783년에는 涇原軍師의 반란으로 급기야 수도 장안을 떠나

야 했다.106) 이러한 혼란은 784년 후반 덕종이 赦免令을 내려 사실상 번

마음에서 탑을 축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은 사실이며, 建塔에 담긴 추도

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104) 代王 諲의 경우 建中 2년(781년)에 대왕으로 追封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보다 일찍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경태자는 唐 順宗의 아들로 덕종의

양자가 된 인물인데, 貞元 19년(799년)에 사망하였다. 이들의 무덤에 대해서

도 발굴·조사된 바가 없다.

《舊唐書》卷150 列傳100 德宗諸子 “代王諲, 德宗第八子. 本封縉雲郡王, 早薨.

建中二年, 追封代王.”

《舊唐書》卷150 列傳100 德宗諸子 “文敬太子 謜, 順宗之子. 德宗愛之, 命爲子.

貞元四年, 封邕王, 授開府儀同三司. …(중략)… 十五年十月薨. 時年十八, 廢朝

三日, 贈文敬太子, 所司備禮冊命. 其年十二月, 葬於昭應, 有陵無號.”

105) 이영철, 2009〈唐 德宗의 藩鎭政策〉《중국사연구》60, 중국사학회, 49쪽;

정병준, 2012〈德宗의 藩鎭改革 政策과 平盧節度使 李正己〉《중국사연구》

81, 중국사학회, 151쪽.

106) 《舊唐書》卷12 本紀12 德宗　李适　上 建中四年 “四年春正月戊寅朔. 丁亥,

鳳翔節度使張鎰與吐蕃宰相尚結贊同盟于清水. 庚寅, 李希烈陷汝州, 執州將李元

平而去, 東都震駭. 甲午, 遣顏真卿宣慰李希烈軍. 戊戌, 以龍武大將軍哥舒曜為

東都畿汝節度使, 率鳳翔·邠寧·涇原等軍, 東討希烈.…(중략)…冬十月丙午, 詔涇

原節度使姚令言, 率涇原之師救哥舒曜. 丁未，涇原軍出京城, 至滻水, 倒戈謀叛,

姚令言不能禁.…(중략)…與太子諸王妃主百餘人出苑北門, 右龍武軍使令狐建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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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며 그 후 덕종이 취한 번

진의 細分化나 行軍司馬를 이용한 절도사 임명권의 회수 등의 정책이 효

과를 본 790년대 들어서야 안정을 찾게 되었다.107)

건탑 관련 기록이 나오는 숙왕 상과 당안공주는 782년과 784년에 사망

하였다. 숙왕 상이 사망하였던 782년 초에는 王武俊이 781년에 일어난

반란의 한 주축이었던 李惟岳을 죽이고 투항함으로써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

시 반란이 일어나 783년에는 피난을 갈 정도의 상황을 맞이한 것에서 충

분히 유추 할 수 있다. 당안공주는 아예 피난 도중에 사망하였다. 더욱이

C, D를 통해 알 수 있듯 심지어 탑을 짓는 것은 ‘厚葬’이며, 피난 중인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는 탑

의 건립에 추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唐代에 불교는 국가 통치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앞서 언

급한 측천무후의 예는 물론 太宗이 사찰을 건립하여 전몰장병의 명복을

기원하게 한 사례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하게도 帝

威를 선양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唐 皇室은 각종 황실 행사

에 불교식 의례를 도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불교를 일명 ‘御用佛敎’로

만들어버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108)

이러한 당대 불교와 황실 간의 관계와 전란 중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묘상건탑과 같은 불교식 장법을 차용한 것에는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의도가 함께 담겨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건중 2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

教射於軍中, 聞難, 聚射士得四百人扈從.”

107) 이영철, 2009 앞의 글.

108) 唐代 불교는 국가 통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측천무후의 예는 물론 太宗이 사찰을 건립하여 전몰장병의 명복을 기원하게

한 사례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하게도 帝威의 선양하고

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唐 皇室은 각종 황실 행사에 불교식 의례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불교를 일명 ‘御用佛敎’로 만들어버린 원인이 되기도 하

였다(김국진, 2014〈唐代 불교정책과 불교의 윤리관〉《학림》35, 연세사학연

구회,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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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왕 인이나, 다시 안정기에 들어선 시기인 799년에 사망한 문경태자

원과 관련해서는 건탑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덕종은 790년에 법문사탑 사리를 장안으로 가져와 공양하는 모습을 보이

는데,109) 이 때 공양이 이루어진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貞元 4년 이후의

잦은 지진이 언급된다.110)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국가가 혼란한 시기 불교의 힘을 빌리고자 한 또 다른 사례라고 하겠다.

문왕이 정효공주묘를 축조하던 시기 발해 사회 역시 불안정했다. 정효

공주묘가 축조된 792년은 문왕이 사망하기 바로 직전 해이자 東京에 도

읍을 두고 있던 시기이다.111) 문왕이 사망한 후 즉위한 大元義부터 簡王

까지의 왕위 계승 과정은 상당히 혼란스러우며, 각 왕들의 재위 기간도

짧고, 심지어 왕이 피살되기도 한다. 정국은 宣王 즉위 후에야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112) 이러한 혼란은 대원의의 즉위와 동시에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문왕 말기에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13) 長子인 宏臨이

109) 덕종은 790년 법문사탑 사리를 장안으로 옮겨와 공양하였다.

《舊唐書》卷13 本紀13 德宗　李适　下 貞元六年 “二月戊辰朔, 百僚會宴於曲

江亭. 上賦中和節羣臣賜宴七韻. 是日, 百僚進兆人本業三卷, 司農獻黍粟各一斗.

岐州無憂王寺有佛指骨寸餘, 先是取來禁中供養. 乙亥, 詔送還本寺.”

이때의 기주 무우왕사가 곧 법문사이다. 기주는 현재의 陝西省 寶鷄市를 중

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법문사가 위치한 곳을 포함한다. 법문사는 중종 景龍

4년에 무우왕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내용은 아래의〈聖朝無憂王寺大聖

真身寶塔碑铭并序〉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全唐文》卷0516〈聖朝無憂王寺大聖真身寶塔碑铭并序〉“景龍四年二月十一

日, 中宗孝和皇帝旌為聖朝無憂王寺, 題舍利塔為大聖真身寶塔.”

110) 陳慧劍, 1993〈唐代王朝迎佛骨考-兼論法門寺與儒佛思想沖突的關係〉《人文

雜志》, 1993年增刊, 人文雜誌社, 25∼26쪽; 주경미, 2003 앞의 책, 248쪽.

111) 《日本逸史》卷5 桓武天皇 “(延曆十五年)四月, …(중략)…戊子…(중략)…又

告喪啓曰, 上天降禍, 祖大行大王, 以大興五十七年三月四日夢背.”

《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傳 寶應元年 “貞元時, 東南徙東京.”

112) 《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傳 “欽茂死, 私謚文王. 子宏臨早死, 族

弟元義立一歲, 猜虐, 國人殺之, 推宏臨子華璵爲王, 復還上京, 改年中興. 死, 謚

曰成王. 欽茂少子嵩鄰立, 改年正歷, 有詔授右驍衛大將軍, 嗣王. 建中·貞元間,

凡四來. 死, 謚康王. 子元瑜立, 改年永德. 死, 謚定王. 弟言義立, 改年朱雀, 並

襲王如故事. 死, 謚僖王. 弟明忠立, 改年太始, 立一歲死, 謚簡王. 從父仁秀立,

改年建興, 其四世祖野勃, 祚榮弟也. 仁秀頗能討伐海北諸部, 開大境宇, 有功, 詔

檢校司空·襲王. 元和中, 凡十六朝獻, 長慶四, 寶曆凡再. 大和四年, 仁秀死, 謚

宣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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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녀들처럼 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해, 후계구도가 흔들린 것이 문왕

의 왕권에 큰 타격을 주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굉림의

아들이 아닌 族弟 대원의가 후사를 이었던 것은 그만큼 문왕 중심의 왕

실 세력이 그 힘을 잃었던 것을 의미한다. 문왕 말기에 이루어졌던 동경

으로의 천도 또한 큰 반대를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왕 사

망 이후 1년 여 만에 上京으로 재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114)

문왕 말기는 대외적 통제력을 상실한 시기이기도 했다. 792년에 靺鞨

이 따로 당에 조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시기 발해가 말갈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음을 드러낸다.115) 이는 정혜공주묘가 축조되던

시기 발해가 흑수말갈을 완전히 통제 아래에 넣었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775년에 흑수말갈이 평로절도사 이정기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

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116) 정혜공주묘가 축조되던 770년대 말은

113) 문왕 사후의 혼란과 대원의의 왕위 계승에 관해서는 표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대체로 문왕 사후 권력투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많다

(朱國忱·魏國忠, 1981〈渤海國政治制度述略〉《求是學刊》1981-3(김정배·유재

신 편, 1988《발해국사》1, 정음사에 재수록); 李殿福·孫玉良, 1987《渤海國》,

文物出版社; 楊保隆, 1988《渤海史立門》, 靑海出版社; 김종복, 2009 앞의 책).

더 나아가 대원의가 왕위를 찬탈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方學鳳, 1987

〈渤海大元義被殺的社會背景及其性質〉《延邊大學學報》1987-4, 延邊大學

(1989《발해사연구》, 정음사에 재수록); 임상선, 1988〈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淸溪史學》5,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송기호, 1995 앞의 책; 朴眞淑,

1998〈渤海 康王代의 對日本外交〉《忠南史學》10, 충남대학교 사학회). 공통

적으로 문왕 사후 발해 정국이 상당히 어지러웠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데, 이러한 혼란이 갑작스럽게 생겨났다기 보다 문왕대 말기부터 서서히 균

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반면, 대원의가 국인

층, 즉 지배층에 의해 추대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114) 《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傳 “族弟元義立一歲, 猜虐, 國人殺之,

推宏臨子華璵爲王, 復還上京.” 貞元 연간(785∼794년)에 천도한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동경에 수도를 두고 있었던 기간은 길게 보아도 10년 정도에 불과

하다.

115) 《冊府元龜》卷972 外臣部 朝貢 5 “(貞元八年) 閏十二月, 牂牁靺鞨皆遣使朝

貢.”; 김진광, 2012《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109∼110쪽.

116) 741년에 임명된 안록산이 押兩番渤海黑水四府經略使을 칭한데 반해, 775년

에 임명된 이정기는 押新羅渤海兩蕃等使를 칭하여 관할 범위에서 흑수말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김종복, 2009《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144∼145쪽). 흑

수말갈이 사라지는 대신 신라가 관할 범위에 들어갔다는 점이 큰 변화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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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발해의 대외적 위상 역시 높았던 시기이기도 했

다. 安史의 亂에서 발해가 반란군의 입장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는

하지만, 당이 762년에는 문왕을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으로 進封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17)

大興 연호로 회귀하는 모습 또한 발해 말기의 불안한 사회상을 반영한

다. 정혜공주묘지에서는 寶曆의 연호가 사용되었으나 정효공주묘지에서

는 다시 문왕의 첫 번째 연호인 大興으로 돌아갔다. 연호는 왕의 국정

운영 목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당나라 태종의 통치 이념을

담은《貞觀政要》에서 따온 寶曆이라는 연호에는 왕권 강화의 의지가 투

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18) 따라서 정혜공주묘지가 제작되던 780년 즈

음 문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왕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었음은 짐작가

능하다. 그런데 792년, 문왕 사망 바로 전 해에 제작된 정효공주묘지에서

는 寶曆 연호의 사용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문왕이 추진한

일련의 개혁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

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위에 제시한 사료에 등장하는 숙왕 상·당

안공주의 무덤이나 정효공주묘를 축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

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당시의 혼란한 정치·사회적 상황이 묘상건탑

인다.

《舊唐書》卷9 本紀9 玄宗 下 “(開元) 二十九年…(중략)…秋七月…(중략)…幽

州節度副使安祿山為營州刺史·平盧軍節度副使·押兩番渤海黑水四府經略使.”

《舊唐書》卷11 本紀11 “十年…(중략)…二月…(중략)…甲申, 以平盧淄青節度觀

察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檢校工部尚書·青州刺史李正己, 檢校尚書左僕射.”

117) 《舊唐書》卷199下 渤海靺鞨 “(貞元) 十四年(798), 加銀靑光祿大夫·檢校司

空, 進封渤海國王.”

118) 송기호, 1995 앞의 책, 123쪽. 김진광은 寶曆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인 “왕

이 새해에 신하들에게 반사하는 달력”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文王代 改元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달력의 반사는 곧 왕의 고유한 권한인데다가 달력은 그

자체로 천하질서를 상징하기도 한다. 즉, 이를 주재하는 왕의 위상이 寶曆이

라는 연호에 담겼다고 보는 것이다(김진광, 2012《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123쪽). 寶曆의 의미나 연원에 대한 견해에는 차이가 있으나

송기호와 김진광 모두 보력이라는 연호에 왕권 강화의 의지가 투영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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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불교식 상장의례를 차용하여 왕실 구성원의 무덤을 축조하게 된

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당 황

실이 불교를 국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음을 고려한다면 충분

한 가능성이 있다. 발해에서 불교가 어느 정도의 위상이었는지, 발해 왕

실과 불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문헌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발해 중심부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절터와

소조 불상들을 고려한다면 발해 사회 내에서도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당시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발해 정효공주묘의 의미

를 찾을 수도 있다. 비슷한 시기 중국과 발해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塔이 상장의례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표적인 예로 吐蕃이 있다. 원래 유목 민족 국가인 토번의 주요 묘제는

天葬과 土葬이었다.119) 원시종교인 苯敎가 있는 토번에 불교가 처음 전

해진 것은 7세기 전반 토번의 왕이었던 松赞干布(581∼649년) 시기로,

그가 네팔과 중국으로부터 맞이한 赤尊公主와 文成公主의 두 왕비를 통

해 불교가 들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이 시기부터 불교

가 토번 내에서 가장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교가 된 것은 아니었

다.120)

8세기 초 赤德祖赞(704∼754)의 왕비가 된 당나라의 金城公主는 이전

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불교신앙을 토번에 도입하였다. 이후

赤德祖赞의 아들인 赤松德贊 시기에 토번에서는 불교가 부흥하게 된다.

赤德祖赞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廢佛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던 토번에서

의 불교가 761년 성인이 된 赤松德贊의 적극적인 지지로 다시 지위를 회

복한 것이었다. 이후로 여러 사건과 일시적인 破佛 상태를 거친 토번의

불교는 9세기 중엽 토번이 멸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토번

의 불교는 점차 인도불교를 더 많이 수용하여 密敎化되는 모습을 보이지

119) 심혁주, 2013〈티베트 생사관의 형성배경〉《인문과학연구》37, 인문과학연

구.

120) 松本史郞 저, 이태승 외 4인 역, 2008《티베트 불교철학》, 불교시대사, 29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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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불교의 初傳 당시 중국과 인도 불교가 함께 들어와 토번 불교의 근간

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赤德祖赞 말년에 그가

唐으로 보낸 불교 사절단은 赤松德贊 시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들

이 귀국길에 無相禪師를 만남으로서 中國禪이 토번으로 들어오기도 했

다.121) 이러한 인도 및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탑장을 비롯한 불교 문화

가 서서히 토번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6〕拉孜縣 査木欽

M111호 평·단면도122)

〔그림 7〕薩迦縣 給白山 M36호

단면도123)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토번에 총 53기의 탑장 사례가 있다고 한

121) 松本史郞 저, 이태승 외 4인 역, 2008, 위의 책, 29∼41쪽.

122) 夏吾卡先, 2011〈吐蕃塔形墓的起源與原始塔葬〉《西藏大學學報》2011-4,

四川大学历史文化学院, 142쪽.

123) 索朗旺堆, 侯石柱, 1985〈西藏朗縣列山墓地的調査和試掘〉《文物》1985-9,

文物出版社, 34쪽.

124) 夏吾卡先, 2011 앞의 글, 143쪽.

〔그림 8〕암각화에 그려진 苯敎의 塔 모양 석축 제단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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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5) 그러나 토번의 사례에서 보이는 탑은 중국의 탑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띤다. 중국의 탑은 兩晋시대에 간다라식 탑이 수입되어 중국 고

유의 木造建築과 塼造建築에 혼합되어 소위 南北朝式의 탑파가 된 것으

로 多層樓閣形式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126) 그러나 토번의 사례는 이

러한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토번의 원시종교인 苯敎에서 나타나

는 탑 모양 석축 제단의 형식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127) 즉, 전통 종

교와 불교가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의 塔葬이 나타난 것이다.

티베트계의 하나인 탕구트족이 세웠으며 11세기부터 약 200여 년간 존

재했던 西夏의 王陵 상부에도 역시 탑이 축조되어 있다. 대체로 圓錐形

을 띠는 탑은 陵園 안에 축조되어 있는데, 보고서 상에서는 陵臺라고 지

칭되며, 그 성격은 대체로 佛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128) 물

론 후대의 사례이며 탑이 중국의 일부 사례나 발해와 달리 玄室 바로 상

부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역시 塔葬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통일신라 말기의 승려들 중에서도 부도 아래에 석실을 만들고 석관을

이용해 시신을 안치한 사례가 있다. 광양 玉龍寺의 道詵國師(827∼898),

영월 興寧寺址의 澄曉大師(826∼901), 원주 興法寺址 眞空大師(855∼937)

의 浮屠殿址 아래에서 石棺이 출토되었다.129) 멀리는 몽골에서도 이러한

125) 拉孜縣 査木欽 고분군 중 3기, 薩迦縣 雄瑪鄕 吉龍堆 고분군 중 32기, 薩迦

縣 給白山 고분군 중 2기, 朗縣 列山 고분군 중 3기, 扎囊縣 斯孔村 고분군

중 1기, 扎囊縣 加日村 고분군 중 9기, 加査縣 邦達 고분군 중 1기가 그 예이

다(夏吾卡先, 2011 위의 글, 141쪽). 물론 토번의 탑장은 탑 내부에 시신이나

사리를 안치하는 형태로 발해 등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126) 천득염, 2013《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심미안, 303쪽.

127) 夏吾卡先, 2011 앞의 글, 143쪽.

128) 서하왕릉 중 현재 탑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1, 2, 3, 4, 6, 7호

정도가 있다. 5, 8호는 파괴가 심하며, 9호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매장주체부

를 포함한 서하왕릉의 전체적인 구조와 배치는 宋의 영향을 받아 그와 유사

한 구조를 보인다(韓小忙, 1995《西夏王陵》, 甘肅文化出版社; 都出比呂志 저,

고분문화연구회 역, 2011《왕릉의 고고학》, 진인진, 105∼106쪽).

129) 鄭永鎬, 1969〈新羅 獅子山 興寧寺址 硏究〉《白山學報》7, 백산학회; 최인

선, 1997〈光陽 玉龍寺 先覺國師 道詵의 浮屠殿址와 石棺〉,《문화사학》6·7,

한국문화사학회; 엄기표, 2015〈원주 興法寺址 石造美術의 特徵과 意義〉《인

문과학연구》4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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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나타난다. 고대 위구르의 수도였던 하르 발가스에서 서쪽으로 10

㎞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르불진 무덤군에서 지하에 매장주체부가 형성

되어 있고 지상에는 탑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130)

공교롭게도 이러한 사례들은 8∼10세기 唐 혹은 11∼13세기 宋 등 중

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들에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탑이

고분을 대체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진 불교의 사리 장엄 방식이자 상

장의례였다. 塔身 내부에 사리나 시신 혹은 그를 대체하는 像을 안치한

것은 물론 지하 구조에 그를 안치한 후 상부에 탑을 세우기도 했던 것이

다. 이러한 탑장은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섞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효공주묘에서도 현실 천장의

형태는 고구려의 것을 따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정효공주묘를 대표

로는 하는 발해의 전실탑묘와 같이 탑 아래 지하에 현실을 마련하고 시

신을 안치하는 실제 사례는 주변 지역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흔하지 않

다. 더욱이 중국에서 불사리를 장엄하는 가장 존엄한 방식을 그대로 묘

제로 수용한 경우도 역시 발해를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실물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렵기도 하다.

130) 오치르(A, Ochir) 저, 김장구 역, 2012〈몽골국 소재 고대 위구르의 묘광이

있는 무덤에 대하여〉《2012년 동아시아 고고유적 발표회》, 동북아역사재단,

37∼41쪽. 피장자는 위구르의 귀족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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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渤海 墓上建築은 塔이라는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어 그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발해 묘상건축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이유이기도 했다. 이러한 발해의 墓上建築은 건축물이 있었던 것이 분명

해 보이는 Ⅰ·Ⅱ군과,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Ⅲ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발해 墓上建築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탑인데, 특히 Ⅰ군

에 해당하는 塼塔이 주류를 차지한다는 것은 唐代 불교 문화가 발해 묘

상 건축물의 등장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묘상건축물이 존재하는 사례 대부분이 피장자는 물론 연대 추정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貞孝公主墓는 고분 상부에 탑이 나타나는 墓上

建塔의 사례 중 유일하게 피장자와 축조 연대를 알 수 있어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더욱이 전탑의 존재 외에도 葬制와 墓制 등에서 축조 시점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貞惠公主墓가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에 반해 정효공주묘는 당의 영향을 크게 받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효

공주묘 축조 배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전실묘 상부에 분구 대신 전탑이 축조된 정효공주묘의 구조가 탑 아래

에 축조된 당나라의 橫穴式 地宮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그러나 이를 8세기 장안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묘상건탑 문화,

즉, 지하에는 매장주체부를, 그 상부에는 탑을 축조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실물 자료가 소수

에 불과하고, 정효공주묘와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무덤 역시 발견된 바

없기 때문이다. 장안 귀족 문화의 도입 경로나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하

기 어렵다.

오히려 문헌 기록을 통해 정효공주묘 전탑 출현의 의미와 배경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780년대 초 唐 德宗이 요절한 자식들을 위해 분묘

를 탑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등장 시기가 정혜공주묘

축조 후, 정효공주묘 축조 전이라는 점, 文王 즉위 후 발해가 당에 빈번

히 사신을 보냈으며 당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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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덕종대의 두 사례가 발해에 불교식 탑장이 본

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두 사례를 통해

建塔의 의도가 ‘추도’임이 분명해지기도 했다.

한편 당 황실 구성원의 喪葬儀禮와 관련하여 건탑 기사가 등장하는 것

은 덕종대의 두 사례가 전부이다. 그런데 덕종이 자식들의 장례를 위해

탑을 축조하려한 시기는 당이 번진세력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던 때이

다. 정효공주묘가 축조된 문왕 재위 말기의 발해 사회 역시 불안정한 모

습을 보인다. 문왕 사후의 왕위 계승과정에서의 혼란이나 문왕 말기 말

갈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정황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묘상건

탑 현상이 나타난 당시 당과 발해의 시대적 배경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상은 불교식 상장의례가 당나라의

황실이나 발해 왕실에서 나타나는 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동시기의 吐蕃과 위구르, 통일신라 그리고 후대의 사례이긴 하지만 西

夏에서도 塔葬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唐 혹은 宋과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었다. 즉, 교류 과정에서 들어온 중국의 불교가 각 지역 혹은 국가

에서 탑장이 이루어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탑장은 각 지역의 원시 종교나 고유 문화와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로 나

타났다. 특히 발해는 중국에서 불사리를 장엄하는 가장 존엄한 공간의

구조를 공주의 묘제로 차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즉, 정효공주묘를 비롯하여 전탑이 축조된 발해 묘상건

탑 문화가 동아시아의 탑장 사례 중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塔基 아래에 石室이나 塼室과 같은 공간이 마련된 사례의 존재

가 지금까지는 탑 혹은 탑기 조사 과정에서 깊게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묘상건탑과 관련된 실물 자료의 수가 적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

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효공주묘는 이후 탑이나 탑지의 조사 과정

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존재일 것이다.

본고는 우선 발해 묘상건축의 양상을 파악하는 가운데 정효공주묘와

그 전탑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동 시기 발해와 당의 문화적 흐름 속

에서 정효공주묘와 그 전탑 출현의 배경과 의미를 논하고자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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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자료의 한계로 정효공주묘와 그 외의 묘상건탑 사례의 관계나 이들

의 출현 배경, 더 나아가 발해에서 묘상건축이 등장하는 이유 역시 다루

지 못하였다.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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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기와·와당·전돌 등이 발견되는 발해 고분131)

131)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다.

王承禮, 1979〈敦化六頂山渤海墓淸理發掘記〉《社會科學戰線》1979-3, 吉林

省社會科學院;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六頂山渤海墓

葬 – 2004∼2009年淸理發掘報告》, 北京 :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

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

葬發掘简報〉《考古》2009-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王志剛, 2014〈“冢

上作屋”的考古学詮釋—渤海墓上建築研究〉《考古》2014-6, 中国社会科学院考

古研究所; 彭善國, 2010〈蛟河七道河村渤海遗址属性辨析〉《東北史地》

2010-3, 吉林省社会科学院;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安圖縣文管所, 2007〈吉林

安图县仲坪遗址发掘〉《北方文物》2007-4, 黑龍江省 : 北方文物杂志社; 吉林

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和龍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吉林省文

物志編委會 主編, 1983《龍井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李正鳳·李强,

1986 〈吉林龍井英城渤海古墓〉《博物館硏究》1986-1, 吉林省博物館.

위치 古墳名 구조
출토된

건축재료
墓上建築의 양상 비고

1
吉林省

蛟河市

七道河村

유적지

석실묘

/석곽묘

다량의

수키와,

암키와,

와당

상부에 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

해가 있으나, 塔址

의 평면구조와는 차

이가 있음

상면 형태는 아래,

2∼4번과 유사함

사찰지로 추

정되었음

2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M1

석실봉토묘

수키와(8)

와당(4),

전돌(2),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

3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M2

석실봉토묘

암키와

(봉토 중),

전돌

봉토 중에서 기와가

섞여 나온 것으로

보아 봉토를 형성하

였거나 상면을 덮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

로 보임

貞惠公主墓

4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M4

석실봉토묘
와당(2),

전돌(1),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

5 吉林省 六頂山 석실봉토묘 수키와(1), 봉토 상면을 덮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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敦化市
고분군

ⅠM5

암키와(1),

와당(10),

전돌(6),

것으로 추정됨

6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M16

석곽봉토묘
암키와

殘片(19)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분 구조상

건축물이 존

재하기 어려

움

7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M19

광실묘 수키와(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

움

-

8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M28

광실묘 수키와(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

움

-

9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M68

토광묘 암키와(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

움

-

10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M1

광실묘

암키와

잔편

(묘실내, 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

움

-

11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M8

토광묘
암키와(3),

와당(1)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분 구조상

건축물이 존

재하기 어려

움

12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M9

토광묘
수키와(2),

암키와(18)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분 구조상

건축물이 존

재하기 어려

움

13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M45

토광묘 와당(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

움

-

14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M61

토광묘 암키와(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

움

-

15
吉林省

安圖縣

仲坪

M6호묘
석곽묘

암키와(3),

다량의

기와편

봉토를 형성 / 관이

나 곽을 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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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吉林省

和龍市

龍頭山

고분군

龍海구역

M8호묘

전실묘
암키와,

전돌

다량의 기와와 전돌

이 고분 상면에서

발견되었으나 건축

물이 존재했다는 증

거는 없음

매장주체부

의 양상은

용 해 구 역

M10호묘와

유사

王 志 剛 은

M10호묘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塼塔

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17
吉林省

和龍市

獐項

고분군

석실봉토묘

(2기)
기와, 전돌

장항고성의 유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

됨

자세한 보고

가 이루어지

지 않았음

18
吉林省

和龍市

福同

고분군
?

다량의

기와편

확인된 3기의 고분

중 가장 동쪽에 위

치한 최대 규모의

고분에서 다량의 기

와편이 발견되었으

나 용도 불명

자세한 보고

가 이루어지

지 않았음

19
吉林省

龍井市

英城

고분군
석곽묘 암키와(1)

고분군 인근의 건축

유적 및 성터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

됨

총 7기의 고

분 중 1기만

보고됨

20
吉林省

龍井市

龍岩

고분군

석실봉토묘

(추정)

기와, 와당

등

인근에 위치하는 발

해시대의 仲坪遺址

에서의 유입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음

자세한 보고

가 이루어지

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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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唐代 사리안치실 형태 정리132)

132) 본 [附表2]는 高繼習, 2017〈中国古代舍利地宮形制研究〉, 山東大學美術考

古學博士學位論文, 336~372쪽의 ‘表 1’을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한 것이다.

유적명 初築年代 地宮形態 참고문헌

1

陝西 西安 慈門

寺 舍利塔 塔基

아래

唐 武德

8년(625)
方形 塼壙

呼林貴·劉合心·徐濤, 1998〈唐‘智

藏禪師舍利塔銘’的發現及相關歷

史地理問題探索〉《碑林集刊》5,

三秦出版社; 高繼習, 2017〈中國

古代舍利地宮刑制硏究〉, 山東大

學美術考古學博士學位論文, 340

쪽.

2

陝西 藍田 蔡拐

村 法池寺 옛 유

지 내 사리함 출

토 유적

初唐 方形 石壙

樊維岳, 1991〈藍田出土盝頂舍利

石函〉《考古與文物》1991-2, 陝

西省考古硏究所.

3

河北 正定縣 開

元寺 內 사리안

치실

初唐 圓形 塼壙

劉友恒·聶連順, 1995〈河北正定

開元寺發 現初唐地宮〉《文物》

1995-6, 文物出版社.

4

陝西 扶風縣 法

門寺塔 아래 사

리안치실

顯慶 5年

∼龍朔 2年

(660∼662)

橫穴式

/塼築

(甲字形)

陝西省法門寺考古隊, 1988〈扶風

法門寺塔唐代地宮發展簡報〉

《文物》1988-10, 文物出版社.

5

甘肅 涇川縣 大

雲寺塔 아래 사

리안치실

唐 延載

元年(694)

橫穴式

/塼·石混築

甘肅省文物工作隊, 1996〈甘肅省

涇川縣出土的唐代舍利石函〉

《文物》1966-3, 文物出版社.

6

陝西 西安市 薦

福寺塔 아래 사

리안치실

唐 景龍

元年(707)

橫穴式

/塼築

孔正一, 2001《小雁塔》, 陝西旅

游出版社.

7

山西 太原市 太

山 龍泉寺塔 아

래 사리안치실

武周 末

∼睿宗

年間

橫穴式

/六角形 玄室

/塼築

龍眞·裴靜蓉, 2009〈太原晋陽古

城 太 山 龍 泉 寺 唐 塔 基 發 掘 〉

《2008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

出版社.

8

陝西 周至縣 八

云寺塔 아래 사

리안치실

唐

景龍 2年

(708)

橫穴式/塼築

西安市文物保護考古硏究院, 2012

〈陝西周至縣八云寺塔地宮的發

掘〉《考古》2012-6, 中国社会科

学院考古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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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陝西 周至縣 仙

游寺 法王塔 아

래 사리안치실

唐

開元 13年

(725)

橫穴式/石築

劉呆運, 2000〈仙游寺法王塔的天

宮地宮與舍利子〉《收藏家》

2000-7, 南海出版公司.

10

河南 登封 嵩岳

寺塔 아래 사리

안치실

唐

開元 21年

(733) 혹은

그 이전

橫穴式

/塼·石混築

河南省古代建築保護硏究所, 1992

〈登封嵩岳寺塔地宮淸理簡報〉

《文物》1992-1, 文物出版社.

11

陝西 臨潼縣 慶

山寺塔 아래 사

리안치실

唐

開元 29年

(741)

橫穴式

/塼·石混築

(甲字形)

臨潼縣博物館, 1985〈臨潼慶山寺

舍利塔塔基精室淸理記〉《文

物》1985-5, 文物出版社.

12

甘肅 天水市 陳

家莊 永安寺塔

아래 사리안치실

唐

天寶 6年

(747)

橫穴式/塼築

莎柳, 1992〈甘肅天水市發現唐代

永安寺舍利塔地宮〉《考古與文

物》1992-3, 陝西省考古硏究所.

13

江蘇 句容縣 行

香公社 朱皇村

舍利函 출토 유

적

唐代 中期 圓形 土壙

劉建國·楊再年, 1985〈江蘇句容

行香發現唐代銅棺·銀槨〉《考

古》1985-2, 中国社会科学院考古

研究所.

14

江西 永新江畔鄕

下周村 발견 사

리안치실

唐代 不明

李志榮, 1991〈永新古墓出土靑銅

棺 及 玻 璃 器 〉 《 江 西 文 物 》

1991-3, 江西文物編輯部.

15

河南 登封市 法

王寺 2號塔 아래

사리안치실

晩唐 橫穴式/塼築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3〈河

南登封市法王寺二號塔地宮發掘

簡報〉《華夏考古》2003-2, 河南

省文物考古硏究所.

16

山西 長治縣 소

재 사리함 출토

지

唐代 圓形 土壙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山西省考

古硏究所, 1961〈山西長治唐代舍

利棺的發現〉《考古》1961-5, 中

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7

四川 成都 長順

中街 발견 사리

안치실

唐代中晩期 方形 土壙

李思雄·馮先誠·王黎明, 1983〈成

都發現隋唐小型銅棺〉《考古與

文物》1983-3, 陝西省考古硏究

所.

18

山東 惠民縣 소

재 定光佛舍利棺

출토 유적

唐末 혹은

五代
不明

常叙政·朱學山, 1987〈山東省惠

民縣出土定光佛舍利棺〉《文

物》1987-3, 文物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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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in the Emergence

of Stupa on the Tomb of

Balhae(渤海) Princess

Jeonghyo(貞孝公主墓)

Park, Yu Jeo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in the emergence of

Balhae(渤海) stupa for the Tomb of Princess Jeonghyo(貞孝公主墓).

The stupa(塔) structure of Balhae Myosanggunchuk(墓上建築),

which still exists today offers inferential evidence about its nature.

Myosanggunchuk refers to any construction, building or structure

installed on a tomb mound. Types of Balhae Myosanggunchuk are

(Ⅰ) an assemblage(群) built with a brick stupa(塼塔), (Ⅱ) an

assemblage with the plausibility of a wooden stupa(木塔) or other

installations, or (Ⅲ) an assemblage that, instead of having a

constructed stupa, cover the superstructure of the tomb mound.



- 62 -

Majority of Balhae Myosanggunchuk structures are stupas. Evidences

of tomb mounds in the culture of Malgal(靺鞨) are tenuous among

Myosanggunchuk structures since most display influences of Táng

(唐) or Koguryo(高句麗).

The Tomb of Princess Jeonghyo contains remnants of stylobates of

a stupa on the top of a brick burial chamber(塼室), which belongs in

the (Ⅰ) type of assemblages. This is a unique case in the study of

Myosanggunchuk structures since the construction date of the tomb

and the person buried are established. Unlike the other Balhae royal

tombs including that of Princess Jeonghye which share similarities in

burial customs(葬制) and tomb construction(墓制) with that of

Princess Jeonghyo, the Tomb of Princess Jeonghyo showcase strong

displays of Táng(唐) influence.

It is well-known that the structure of the Tomb of Princess

Jeonghyo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a Táng buddhist reliquaries

with tunnel entrance(橫穴式 地宮). Initial forms of buddhist reliquaries

with tunnel entrance in Táng dynasty derived from royal tombs. On

one hand, existing argues that stupas on the superstructure of Balhae

tombs derive from Cháng’ān(長安) aristocratic(or noble) culture of

Táng dynasty in the 8th century. Not only is the number of original

materials found in China on the corresponding topic minuscule,

precedential cases showing similar structure as that of the Tomb of

Princess Jeonghyo are yet undiscovered. More than all, number of

cases of Myosanggunchuk structures in Balhae are insignificant.

Within the similar time frame as the construction of the Jeonghyo

Tomb, documents about Tapjang(塔葬, using stupa in burial) in the

《JiùTángshū(舊唐書, history of Táng Dynasty)》 record attempts to

construct stupas according to Buddhist decorum in the funeral

proceedings of the children(King Sù, Xiáng(肅王 祥) and Prin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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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áng’ān(唐安公主)) of Táng King Dé(德宗). Such precedents of stupas

(建塔) eventually replaced the burial mounds and appeared in the

Táng Imperial Household(皇室) in the late 8th century. Also, it is

distinctive that the stupa constructions connote symbols of mourning

for the child lost to a premature death.

However, the Chinese Authentic Historical Records(正史) allude to

only two articles on the stupa constructions related to the Táng

Imperial Household in the King Dé Period(德宗代). The period of

stupa constructions coincided with the Fanzhen Rebellion(藩鎭勢力의

亂) which had brought immense political turmoil in China. Keeping in

mind that Buddhism had close ties with the Imperial Household, the

stupa constructions also denote a means to pacify such political

instability.

Princess Jeonghyo also met death prematurely before her father,

Balhae’s King Mun(文王), When the tomb of Princess Jeonghyo was

under construction in the late 8th century, Balhae was faced with

great political instability. In 792, a year before King Mun died, royal

succession became a focal issue in the political crisis that had

stemmed from the late-King Mun period. Considering these contexts,

the stupa as well as the brick chamber structure of its basement

were displays of memorial symbolism and hopes for political stability.

On the other hand, burial ceremony utilizing stupa in place of

mound chamber, or Tapjang was not a unique feature in China or

Balhae. Cases of Tapjang culture appeared in Tibet(吐蕃) and Uighur

in the similar period as well. Later, cases related to Seoha(西夏) and

Unified Silla(統一新羅) emerge. These cases of countries connected

with the Táng dynasty in 8th∼10th century and Sòng(宋) dynasty

from 11th∼13th century show various forms of Chinese influence and

indigenous cultural mixture. However, cases that constructed b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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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d according to the utmost dignified customs of Buddhist

reliquary other than that of the Balhae Myosanggunchuk or the

Princess Jeonghyo tomb, are yet unconfirmed. The Princess Jeonghyo

Tomb, therefore, occupy a distinctive position among East Asian

Tapjang cases, and requires further scrutiny in the future

investigation of stupas or stupa sites.

keywords : Balhae, The Tomb of Princess Jeonghyo,

Myosanggunchuk(Construction or Structure Installed on the

Tomb), Myosangguntap(Construction of Stupa on the Tomb),

Tapjang(Using Stupa in Burial), King D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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