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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新羅 興德王代 金銀器 禁令의 성격

高 泰 鎭

  본 논문은 金銀器를 소재로 삼아 신라 흥덕왕대 사치 금령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신라에 율령이 반포된 6세기 초 이래로 사치 금령에 대한 기사는 

〈애장왕 교서(806)〉와 〈흥덕왕 교서(834)〉가 전부다. 그런데 두 교

서는 모두 金銀器에 대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사에 

있어 사치 금령의 문제는 금은기의 문제로부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금은기에 대한 기록은 中代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사료상으로 금

은기에 대한 일화가 확인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

여 금은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보다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

상은 당시 동아시아의 금은기 유행을 선도하던 唐人들의 금은기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당에서 금은기는 기본적으로 祈福의 매개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인식은 중대 초 신라에 유입되었다.

  중·하대 금은기 사용례는 총 10건으로, 그 중 9건에는 신라 ‘王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례의 상당수는 중대에 밀집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중대까지는 금은기가 기본적으로 ‘왕실’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때때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下賜의 

과정을 거쳐 ‘왕실’ 이외의 인물이 금은기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금은기의 수량이 제한적인 이상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후 신라 최초의 금은기 금령은 下代인 806년 〈애장왕 교서〉의 반

포와 함께 등장하였다. 이는 8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금은기 유통 확대로

부터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이었다. 당에서는 ‘安史의 亂’ 이후 강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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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중심으로 금은기 생산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하대 초 이들 금은기

가 신라로 유입됨에 따라 더 이상 신라 ‘왕실’만이 금은기를 독점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흥덕왕대에 이르러 금은기 금령은 唐令의 영향 속에서 보다 정교해진

다. 새로이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반포된 〈흥덕왕 교서〉에서는 진골 

일반도 鍍銀을 제외한 일체의 금은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왕실’만이 금은기를 사용하던 중대로의 회귀를 꾀한 일종의 율령적 강

제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왕위계승권자의 위치에서 ‘金憲昌의 亂’이라는 

진골 일반의 도전을 몸소 경험하였던 흥덕왕으로서는 진골 일반까지를 

포함하는 사치 금령을 반포함으로써 ‘왕실’과 진골 일반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계선을 가시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동아시아의 금은기 유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던 만

큼, 당초 흥덕왕이 의도한 ‘왕실’과 진골 일반의 구분이 성공했다고 여겨

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의 역사적 의

미를 부정할 수만은 없다. 율령적 해이와 별개로 〈흥덕왕 교서〉자체가 

폐기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려 초에도 ‘왕실’ 이

외의 인물이 금은기를 사용하는 것을 참람된 행위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존재했다. 사료상으로 고려시대 금은기 금령이 毅宗代 처음 등장하였음

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인식을 신라 하대로부터 존재하였던 재래 인

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주요어 : 흥덕왕(興德王), 흥덕왕 교서(興德王 敎書), 금은기(金銀器), 금

령(禁令), 사치품(奢侈品), 기용(器用), 신라 왕실(新羅 王室), 진골(眞骨)

학  번 : 2014-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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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三國史記》雜志 色服·車騎·器用·屋舍條에 인용된 이른바 興德王 9년 

下敎(이하 〈興德王 敎書〉)에는 禁令의 대상에 진골 일반도 포함되고 

있어 규제를 받지 않는 집단으로서 ‘왕실’1)의 존재가 감지된다.2) 〈흥덕

왕 교서〉는 ‘왕실’과 그 이외의 집단 사이의 차별성을 가시적으로 부각

시키려 한 의도에서 고안된 일종의 ‘구별짓기’였던 것이다.3)

  신라의 ‘왕실’은 이른 시기부터 ‘구별짓기’를 거듭해 왔다. 中古 ‘왕실’

이 불교적 신성관에 의탁해 스스로를 聖骨이라 粉飾한 것이 대표적인 예

로, 진골 일반에 대한 ‘왕실’의 배타적 자의식은 중고기에 이미 발아하고 

있었다.4) 뒤이어 등장한 中代 ‘왕실’은 굳이 성골의식에 기대지 않았다. 

중대 ‘왕실’은 그들 자신이 ‘一統三韓’을 이룩한 당사자이자, 그 후예였기 

때문이다.5)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대 ‘왕실’이 배타적 자의식마저 포기

1) 《三國史記》신라본기에서 ‘王室’이라는 용어는 王家 혹은 王宮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왕족’은 주로 왕의 至親을 일컫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왕족’ 개념에 왕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본 논문에서는 왕과 왕비, 왕의 

지친을 아울러 표현할 때 ‘왕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원문 사료나 선

행 연구를 직접 인용할 때에는 해당 논저의 표기를 따르도록 한다.

2) 武田幸男, 1975a〈新羅骨品制の再検討〉《東洋文化硏究所紀要》67, 東京大學東洋文

化硏究所, 133~134쪽.

3) 부르디외는 사회적 주체들이 ‘탁월한 것’과 ‘천박한 것’을 구별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우월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삐에르 부르디외 지음·최종철 옮김, 1995《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27~29쪽).

4) 金哲埈, 1952〈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下)〉《歷史學報》2, 역사학회, 

91~101쪽; 丁仲煥, 1969〈新羅聖骨考〉《李弘稙博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新丘

文化社, 41~45쪽; 李基東, 1972〈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歷史學報》53·54, 역

사학회, 28~29쪽 및 33~34쪽; 文暻鉉, 1976〈新羅 王族의 骨制〉《大邱史學》11, 

대구사학회, 8~20쪽; 李基東, 1977〈新羅 骨品制 硏究의 現況과 그 課題〉《歷史學

報》74, 역사학회, 129~130쪽; 申東河, 1979〈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韓國史

論》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41~42쪽.

5) 당이 武烈王의 묘호인 太宗을 문제 삼았을 때조차 신라가 무열왕의 ‘일통삼한’을 운

운하며 이를 고수한 까닭은 중대 ‘왕실’의 신성성이 여기에 기대고 있었던 바 컸기 

때문이라 사료된다(《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十二年條, “王與羣臣同議, 對

曰, 小國先王春秋謚號, 偶與聖祖廟號相犯. 勅令改之, 臣敢不惟命是從. 然念先王春秋, 

頗有賢德. 况生前得良臣金庾信, 同心爲政, 一統三韓, 其爲功業, 不爲不多. 捐館之際, 

一國臣民, 不勝哀慕, 追尊之號, 不覺與聖祖相犯. 今聞敎勅, 不勝恐懼. 伏望使臣復命闕

庭, 以此上聞. 後更無別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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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었다. 중대 말 신라인들이 ‘王族’을 일러 ‘제1골’이라 부른 

것은 중대의 ‘왕실’이 신분상으로 진골이었을지언정, 진골 일반에 대해 

우월의식을 가졌음을 보여준다.6)

  그런데 하대를 개창한 宣德王과 元聖王은 중대 ‘왕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열왕의 후예를 자처하지 않았다. 그렇

다고 해서 하대의 ‘왕실’이 과거의 성골 마냥 새로운 ‘골’을 창조한 것도 

아니었다. 대신 그들이 주목한 것은 사치 금령과 같은 율령적 강제였다. 

진골과 頭品, 백성, 나아가 지방의 村主까지 아우르는 전사회적 규제는 

반대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향유하는 집단으로서 ‘왕실’의 위

상을 돋보이게 하였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중대 이래로 수용·발

전한 당 율령의 점진적 보급과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시기 사치에 대한 일련의 금령은 

앞선 시대 ‘왕실’의 ‘구별짓기’와 성격을 달리한다. 

  신라에 율령이 반포된 6세기 초 이래로 사치 금령에 대한 기사는 

《삼국사기》신라본기 哀莊王 7년 봄 3월의 下敎(이하 〈哀莊王 敎書〉)

와 雜志에 실려 있는 〈흥덕왕 교서〉가 전부다. 양자는 모두 金銀器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사에 있어 사치 금령에 대한 접

근은 금은기의 문제로부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흥덕왕 교서〉에는 여러 종류의 사치품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 중 

실제 사용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금은기

는 그 중에서도 관련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편에 속하고, 특히 

6) 《新唐書》卷220, 列傳145 東夷 新羅, “其建官, 以親屬爲上, 其族名第一骨·第二骨以

自別. 兄弟女·姑·姨·從姊妹, 皆聘爲妻. 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

第二骨女, 雖娶, 常爲妾媵. 官有宰相·侍中·司農卿·太府令, 凡十有七等, 第二骨得爲之.”; 

물론 《新唐書》新羅傳의 내용만을 가지고 중대 말 ‘왕실’과 진골 일반 사이에 신분

적 계선을 설정할 수는 없다. 신라 말까지도 중·하대의 역대 諸王은 여전히 진골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이재환, 2015〈新羅 眞骨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위논문, 52~55쪽). 따라서 ‘제1골’과 ‘제2골’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왕실’이 진골 일

반에 대하여 지녔던 배타적 자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하대에도 

호칭의 격상 등 ‘왕실’이 우월의식을 표방하려 한 시도는 확인되고 있다(김창겸, 

2016〈신라 하대 정치형태와 국왕의 위상〉《韓國古代史硏究》83, 한국고대사학회, 

180~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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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록은 기년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치 금령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금은기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상

급 재화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만큼 비교사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자

료이다.

  물론 신라 중·하대를 통틀어 현존하는 실물 金銀器 자료는 별로 없다. 

또 《舊唐書》·《新唐書》신라전 풍속기사 역시 신라인의 식기를 서술하

면서 금은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하대의 상황을 전하는 다수

의 문헌에서 금은기 관련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 이상, 신라의 금은기 사

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문헌을 중심으로 금은기의 

사용 양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금은기를 중심으로 신라의 사치 금령을 논한 연구는 거의 없

었다. 한국 고대의 容器를 다루는 논저에서 〈흥덕왕 교서〉라든지 율령

의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기사 소

개에 그치거나 律令官制 및 문서행정의 시행과 관련 깊은 벼루 등이 주

된 연구 대상이었다.7)

  대신 연구의 흐름은 금은기와 사치 금령을 별도로 다루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먼저 신라 금은기에 대한 연구는 고고·미술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고분 출토 금은기가 실재하는 신라 上

代에 집중되었고, 중·하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8) 그 

결과 신라 중·하대의 기명 연구는 주로 銅器를 중심으로 하되, 신라와 

당나라 器皿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9)

7) 李殷昌, 1981〈新羅의 器用에 關한 硏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集》2, 동국대

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4~196쪽; 山本孝文, 2006《三國時代 律令의 考古學的 硏

究》, 서경, 202~203쪽.

8) 신라의 금은기를 4~5세기 고분 출토품 위주로 설명하는 경향은 일본의 신라 금은기 

소개글에서도 확인된다(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MIHO MUSEUM, 2009《ユーラシアの

風 新羅へ》, 山川出版社. 58~61쪽).

9) 李蘭暎, 1992《韓國古代金屬工藝硏究》, 일지사, 283~284쪽 및 318~320쪽; 최응

천·이귀영·박경은, 2007《금속공예》, 국립중앙박물관, 90~91쪽; 주경미, 2016〈금

속 공예품 - 고분 출토품(금속용기), 생활유적 출토품〉《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1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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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고려시대 금은기 연구에서도 이따금 앞 시대의 금은기를 언급하

는 경우가 있었다. 이 또한 기사 소개에 그치는 편이었지만, 고려시대 

금은기의 유행과 제작의 전 단계로 신라를 상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

다.10)

  신라 중·하대의 금은기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데 비해 중국의 

금은기 연구는 꽤 진척된 상황이고, 특히 唐代 금은기 자료는 상당수 정

리되었다.11) 중국 唐代 金銀器의 기형과 문양에 대한 계보 구축이 결국 

신라 금속기 연구의 선행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상기할 때,12)

근래 중국학계의 연구 일부가 한국에 번역·소개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13)

  사치 금령, 특히 〈흥덕왕 교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헌사의 영역

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율령제 연구와 골품제 연구로 대별

된다. 율령제 연구에서는 武田幸男이 〈흥덕왕 교서〉를 당 문종의 勅이

나 唐令(衣服令·儀制令·營繕令)과 연관 지어 해석한 이래,14) 이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15) 그러나 武田幸男의 연구는 주로 거시적

인 시각에서 이루어졌고, 세부 항목의 비교는 유보되었다. 이에 따라 후

속 연구에서는 당의 의복령 내지 영선령을 〈흥덕왕 교서〉와 개별 비교

10) 金台現, 1993〈高麗時代 金屬器皿의 硏究〉,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쪽.

11) 齊東方, 1999《唐代金銀器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賀雲翱·邵磊 主講, 2008《中

國金銀器》, 中央編譯出版社. 

12) 李松蘭, 2000〈唐代 金銀器의 硏究史的 側面에서 考察한 齊東方의 『唐代金銀器硏

究』〉《中央아시아 硏究》5, 中央아시아學會, 209~210쪽.

13) 제동방 지음·이정은 옮김, 2012《중국 고고학, 수·당》, 사회평론; 시안시문물보호고

고학연구소 엮음·중국문물전문번역팀 옮김, 2015《中國 西安(長安)의 문화유산 금은

기》, 한국학술정보.

14) 武田幸男, 1975b〈新羅興德王代の色服, 車騎, 器用, 屋舍制〉《榎一雄記念東洋史論

叢》, 山川出版社, 315~317쪽.

15) 李基東, 1980〈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歷史學報》85, 역사학회, 

18~19쪽; 李基東, 1991〈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國史館論叢》21, 국사편

찬위원회, 125~126쪽; 梁正錫, 2007a〈新羅 王京人의 住居空間〉《新羅文化祭學術

發表會論文集》2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2쪽; 朴南守, 2011〈신라의 衣

生活과 織物 생산〉《韓國古代史硏究》64, 한국고대사학회, 440~442쪽; 이재환, 

2015〈「성주사 낭혜화상탑비」의 '得難'과 '五品' 재검토〉《木簡과 文字》15, 한국

목간학회,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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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 또한 단순 법령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금령

의 내용과 고고학 자료를 비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17) 이외에 〈흥

덕왕 교서〉는 그 자체로 법령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한국 고대 율령 연

구에서 당 율령의 도입과 입법화의 사례로 검토하기도 하였다.18)

  골품제 연구에서도 武田幸男은 〈흥덕왕 교서〉로부터 진골을 초월하

는 王者의 존재를 읽어내어 후속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르

면 〈흥덕왕 교서〉에는 금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王者 및 그 친족

집단의 존재가 감지되며, 그러한 교서가 반포된 직접적 계기는 ‘金憲昌

의 亂’이었다고 한다.19) 물론 ‘왕실’과 진골의 문제보다 진골과 두품층의 

구분이 〈흥덕왕 교서〉의 일차적 목표였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

다.20)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흥덕왕 교서〉의 반포 배경에 대하여 

일부 의견을 달리하면서도,21) 대체로 교서 속에서 ‘왕실’과 진골 일반 

사이에서 일정한 계선을 읽어내려 했다.22)

16) 권준희, 2001〈신라 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160~164쪽; 양정석, 2007b〈營繕令을 통해 본 �三國史記� 屋舍條〉《韓國史學報》

28, 고려사학회, 28~33쪽.

17) 朴洪國, 2003〈三國史記 屋舍條의 ｢唐瓦｣란 무엇인가?〉《佛敎考古學》3, 위덕대학

교 박물관, 26~33쪽; 梁正錫, 2007a 앞 논문, 26~31쪽; 朴南守, 2011 앞 논문, 

449~461쪽; 강봉원, 2013〈신라 골품제도와 屋舍에 관한 연구〉《新羅史學報》29, 

신라사학회, 390~404쪽; 이동주, 2013〈�三國史記� 屋舍條에 보이는 唐瓦의 실체〉

《東方學志》16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87~90쪽 및 96~100쪽.

18) 洪承佑, 2011〈韓國 古代 律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52~253쪽.

19) 武田幸男, 1975a 앞 논문, 133~134쪽 및 207쪽.

20) 金東洙, 1982〈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韓國史硏究》39, 한국사연구회, 

49~50쪽.

21) 대표적으로는 연이은 재이에 따른 긴축책이라는 견해(梁正錫, 2007a 앞 논문, 

18~19쪽; 채미하, 2013〈신라 흥덕왕대의 정치와 儀禮〉《新羅文化》42, 동국대학

교 신라문화연구소, 296~297쪽), 하대의 왕권이 전국의 제세력을 포섭하려 한 정책

이라는 견해가 있다(田美嬉, 2005〈신라 하대 골품제의 운영과 변화〉《新羅文化》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5~6쪽; 주보돈, 2017〈�三國遺事� 紀異篇 ｢興德王 

鸚鵡｣條의 吟味〉《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03~104쪽).

22) 강옥엽, 2003〈8~9세기 신라왕공귀족들의 생활상〉《대외문물교류》2, 해상왕장보

고연구회, 156~159쪽; 김창겸, 2016 앞 논문, 187쪽; 하일식, 2016〈지배체제 정비

와 골품제의 전개〉《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85쪽; 전

미희, 2016〈진골귀족 중심의 사회〉《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9, 경상북도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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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롭게도 특권의 문제를 정치·사회적 ‘구별짓기’로 풀이하는 경향은 

근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가령 고려 王家가 

의복이나 의례상 특권을 향유함으로써 신성성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연구

라든지,23) 16세기 조선의 사회적 禁制를 지배층에 의한 일종의 ‘구별짓

기’로 해석한 연구가 그것이다.24) 이들 연구는 대상시기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한국사라는 공간적 범위를 공유하는 신라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한편 종래 연구에서는 흥덕왕대 사치 금령의 실효를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25) 그러나 이는 흥덕왕 사후 발발한 왕위

계승 분쟁과 진골 일반의 사치 풍조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

황상 논증인 경우가 많았다. 사치 금령의 실효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마

땅히 실제 현상이 금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만 이 

문제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물질자료나 

동시기 중국과 고려 초의 사례도 아울러 시야에 둘 필요가 있다. 

  一장에서는 중·하대 금은기의 사용 양상에 대해 논할 것이다. 우선 중

대에 들어와 금은기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원인을 밝혀 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중·하대 금은기의 사용과 소유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뒤에서 다룰 금은기 금령

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二장에서는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의 형성과정과 반포 목적에 대해 논

할 것이다. 먼저 하대 초 금은기 금령이 형성되었던 배경을 동아시아 금

은기 유통의 확대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는 〈흥덕왕 교서〉

연구원, 124쪽.

23) 이정란, 2017〈고려 왕가의 특권 향유와 신성가문 의식〉《史林》62, 수선사학회, 

127~130쪽.

24) 이혜정, 2015〈16세기 사치풍조와 사회적 구별짓기〉《人文學硏究》2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02~106쪽.

25) 李基東, 1980 앞 논문, 18~19쪽; 李基東, 1991 앞 논문, 126~127쪽; 노태돈, 

2014《한국고대사》, 경세원, 236~238쪽; 김창겸, 2016 앞 논문, 188쪽; 서의식, 

2016〈골품체제의 재정비 시도〉《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6, 경상북도문화재연구

원, 105쪽; 하일식, 2016 앞 논문, 85쪽; 전미희, 2016 앞 논문, 119쪽 및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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器用 항목의 母法을 추적하기 위해 신라와 주변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 반포의 목적과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볼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래 간과되었던 

물질자료나 중국, 고려의 사례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금은기를 소재로 삼아 신라 흥덕왕대 사치 금령의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에 있다. 특히 실물자료의 부재로 연구의 사

각지대에 처해 있던 중·하대 금은기의 사용 양상을 문헌을 통해 복원하

고자 하며, 금은기 금령의 형성과 추이, 반포 목적 및 실효를 비교사적

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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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中·下代 金銀器의 사용 양상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金銀器와 器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먼저 금은기와 관련하여 器는 《爾雅》에서 술 담는 용기라 했고, 《說

文解字》에서는 皿이라 풀이하였다.26) 器라는 글자가 때때로 兵器나 도

구, 능력·도량의 의미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본연의 字意는 器皿인 것

이다. 따라서 별도의 異說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료에서 금은기라 표기

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金銀製 器皿의 의미로 파악하고자 한다.27) 다만 

본 논문에서는 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명을 다루고자 하므로 舍利 

奉安만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금은제 사리 용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겠다.28) 한편 금은기라 함은 기명의 바탕이 되는 재질이 금이

나 은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銅器에 鍍金·鍍銀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금

은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29) 신라인들이 순금과 도금을 구분하였

음은 〈흥덕왕 교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6) 《爾雅》釋器, “彝，卣，罍，器也.”; 《說文解字》卷4, 器, “皿也. 象器之口, 犬所以

守之.”

27) 중국학계에서는 금은기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광의의 금은기는 黃金 

혹은 白銀을 사용하여 제작 된 일체의 물품을 가리키고, 협의의 금은기는 金銀器皿을 

의미한다고 한다(陕西省博物馆 編, 1999《隋唐文化》, 中華書局, 152쪽).

28) 사리장엄의 목적으로 봉안된 의례용품의 경우라도 유사한 기종이 실생활에서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황복사지 삼층석탑 출토 은제 고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29) 사실 의례적 성격으로 매납된 금속제품의 경우는 금과 금동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가 더러 있다. 가령 백제〈鄭智遠銘 金銅三尊佛立像〉에는 “敬造金像”라 하여 실제로

는 금동제 불상임에도 명문에는 금제 불상이라 적시되어있다. 하지만 황복사 삼층석

탑에서 발견 된 금제 불상은 〈황복사금동사리함명〉에서도 “全金彌陀像六寸一軀”라 

하여 실제 재질과 명문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 혹은 백제의 것

으로 여겨지는 동경박물관 소장 〈甲寅銘 釋迦像 光背〉에도 “敬造金銅釋迦像一軀”라 

하여 재질과 명문이 일치한다. 한편 황복사지 출토 사리함을 포함하여 중·하대 다수

의 사리함이 바깥으로부터 金銅-銀-金의 재질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신라인들이 

금과 금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황

복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제 고배의 경우도 당시 신라인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금은기라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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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흥덕왕 교서〉반포 당시 신분별 사용가능 器皿

구분 규 제 허 용

진골 金, 銀, 鍍金 鍍銀, 鍮石, 朱裏平文物 + 銅·柳·瓦器 허용 추정

6두품, 5두품, 眞村主 金, 銀, 鍍金, 鍍銀 鍮石, 朱裏平文物 + 銅·柳·瓦器 허용 추정

4두품~백성, 次村主 金, 銀, 鍍金, 鍍銀, 鍮石, 朱裏平文物 銅·柳·瓦器 허용 추정

* 《三國史記》卷33, 雜志2 器用을 기반으로 하되, 銅·柳·瓦器에 대한 내용은 《舊唐書》·《新唐書》을 참고하여 추가함.

  다음으로 器用이라는 표현은 신라의 경우 〈애장왕 교서〉와 〈흥덕왕 

교서〉에서만 확인된다. 먼저 두 교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주변국의 

율령 자료들을 살펴보면, 唐律의 경우는 ‘器用之物’의 제조와 관련된 법

률을 설명하면서 橫刀와 箭鏃을 예시로 들었다.30) 한편 〈흥덕왕 교서〉

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편찬된 일본 《養老令》의 주석서 《令義解》에

는 기용을 氈와 箭으로 풀이하였다.31) 당시 《영의해》의 찬자는 병기뿐 

아니라 모직물까지도 기용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는 

〈흥덕왕 교서〉기용 항목에 虎皮·毬�·㲮�·大唐毯에 대한 규제가 포함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신라인들도 가죽·모직물을 

기용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

해는 당나라 孔穎達이 《尙書注疏》에서 器用을 짐승의 털, 상아, 가죽, 

옥돌, 화살대로 풀이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32)

  하지만 〈애장왕 교서〉와 〈흥덕왕 교서〉의 기용 개념에 병기나 가

죽·모직물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 기

용이 항시 가죽·모직물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면 〈애장왕 교서〉에서 

금과 은으로 기용을 삼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조항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

30) 《唐律疏議》卷26, 雜律上 造器用絹布行濫短狹而賣, “【律文】諸造器用之物及絹布之

屬, 有行濫·短狹而賣者, 各杖六十, 不牢謂之行, 不眞謂之濫. 卽造橫刀及箭鏃用柔鐵者, 亦爲

濫.”

31) 《養老令》賦役令 凡諸國貢獻物, “服食·器用[謂, 服飾者, 服讀如服餌之服, 如吉備醅, 耽羅脯之類

是也. 器用者, 如下野氈. 胸形箭之類是也.].”([ ]은 《令義解》의 주석)             

32) 《尙書注疏》卷12, 周書 旅獒7, “明王愼德，四夷咸賓，無有遠邇，畢獻方物，惟服食

器用 … [羽·毛·齒·革·瑤琨·篠蕩, 供器用也].”([ ]은 孔穎達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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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애장왕 교서〉는 사찰에 대한 규제이고, 〈흥덕왕 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여서 양 교서에 등장하는 기용을 병기로 이해하기

에 주저되는 면도 없지 않다.

  병기와 가죽·모직물을 제외할 경우, 기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器皿을 

들 수 있다. 《唐六典》에서는 ‘器用之制’를 설명하면서 軍中에서 사용하

는 물품들을 나열하였는데, 여기에는 병기류 이외에 鐵盂나 水斗 같은 

기명이 포함되어 있다.33) 이외에도 당과 고려의 관인들이 기용을 기명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는 여럿 확인되고 있으며,34) 기용과 거의 유사한 표

현인 用器 역시 飮食器 내지 器皿으로 풀이되곤 한다.3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애장왕 교서〉와 〈흥덕왕 교서〉에서 귀금속의 사용이 규제되

었던 기용은 주로 기명을 지칭하되, 일부 공예품도 포함되는 개념이었다

고 생각된다. 

33) 《唐六典》卷16, 衛尉寺, “武庫令 … 器用之制有八, 一曰大角 … 二曰纛 … 三曰鉞

斧 … 四曰鐵蒺莉 … 五曰捧 … 六曰鉤 … 七曰鐵盂 … 八曰水斗.”

34) 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당나라 獨孤及은 황제가 자신에게 銀盤盌를 내려준 것에 

대해 表를 올리면서 銀器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器用을 사용하였다(《全唐文》卷385, 

｢爲獨孤中丞謝賜紫衣銀盤碗等表｣, “二十三日, 中使劉光俊至, 又奉宣口敕, 賜臣衣一副·

銀盤碗等各一. … 況盤盂器用, 章服繒彩, 賜臣爲壽.”) 또 《자치통감》에는 9세기 중·

후반 당나라 관료 裴坦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물소 뿔과 옥으로 장

식된 器用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資治通鑑》卷251, 唐紀67 懿宗 咸通 十年 二月

條, “端州司馬楊收長流歡州, 尋賜死. 其僚屬黨友坐長流嶺表者十餘人. 初, 尙書右丞裴坦

子娶收女, 資送甚盛, 器用飾以犀玉. 坦見之, 怒曰破我家矣, 立命壞之. 已而收竟以賄

敗.”). 이 일화는 북송 초기에 편찬된 《北夢瑣言》과 《太平廣記》에도 언급되고 있

는데, 여기에서는 해당 물품을 접시(碟)라고 적었다(《北夢瑣言》卷9, 裴楊操尙, “一

日, 與國號及兒女輩到新婦院. 臺上用碟盛果實, 坦欣然. 視碟子內, 乃臥魚犀, 坦盛怒, 

遽推倒茶臺, 拂袖而出. 乃曰, 破我家也.”; 《太平廣記》卷165, 廉儉 裴坦, “一日，與其

妻及兒女宴飮, 台上用碟盛果實, 坦欣然, 旣視其器內, 有以犀爲飾者, 坦盛怒, 遽推倒茶

台, 拂袖而出. 乃曰, 破我家也.”) 고려에서도 恭讓王 원년(1389) 尹紹宗은 궁궐에서 

服·御·器用을 사용하는 데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별히 紂王이 玉杯와 象箸를 사용한 

故事를 인용하였다(《高麗史節要》卷34, 恭讓王1 恭讓王 元年 七月條, “大司成尹紹宗

上書曰 … 大內服御器用, 以紂之玉杯象箸爲戒, 以禹之惡衣服爲法.”). 윤소종이 주왕의 

故事를 거론한 것은 사치를 경계하라는 의도였을 것이지만, 기용이라는 표현에 바로 

이어 주왕의 食器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고려인들이 인식한 기용이 기명과 유사한 성

격이었음을 유추케 한다.

35) 《禮記》卷4, 王制5, “用器不中度，不粥於市 … [用器, 弓矢·耒耜·飲食器也.].”([ ]은 鄭玄의 

주석); 《說文解字》卷5, 皿, “飯食之用器也. 象形. 與豆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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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金銀器 유행의 원인

  예나 지금이나 기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품 중 하나로 여겨

지곤 한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은 주변국에 대한 정보를 기술할 때면 으

레 器皿을 언급하였다. 《三國志》편찬 단계에서는 俎豆의 사용이 문명

화 정도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었고,36) 그러한 인식이 다소 탈각된 뒤에

도 주변국의 식기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 兩《唐書》에서는 고구려와 신

라의 식기를,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는 고려의 기명을 각기 서술하였

다.

  양《唐書》신라전에는 신라의 일반적인 食器로 柳器·銅器·瓦器를 언급

하였다.37) 이들 기록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사료 그대로 신라사회 전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세 종류의 식

기 중 비교적 제작이 복잡한 銅器조차도 신라에서는 ‘왕실’로부터 民 일

반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사용하였다고 여겨진다.

  신라 ‘왕실’의 거처와 인접한 안압지에서는 銅製 盌·盒이 출토되었고, 

기명의 형태는 아니나 서울 호암산성 출토 청동제 숟가락에는 ‘仍伐內力

只乃末’이라 하여 8세기 중반 奈麻의 관등 소지자가 청동제 식기를 사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38) 백성 역시 銅器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

다. 834년 〈흥덕왕 교서〉는 사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金·銀·鍮

石·朱裏平文物로 기명을 삼는 것을 금지했다. 그런데 〈흥덕왕 교서〉에

서 鍮石과 銅은 별개의 광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는 당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39) 따라서 백성의 기명에 鍮石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하더

3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東夷飮食類皆用俎豆, 唯挹婁不, 法俗最

無綱紀也.”

37) 《舊唐書》卷199上, 列傳149上 東夷 新羅, “其食器用柳桮, 亦以銅及瓦.”; 《新唐

書》卷220, 列傳145 東夷 新羅, “食用柳杯若銅·瓦.”

38) 윤선태, 1990〈虎巖山 古城과 新羅의 西北방어체제〉《한우물 - 호암산성 및 연지

발굴조사보고서》, 서울大學校博物館, 23~25쪽.

39) 김민수, 2018〈新羅 鍮石 硏究〉,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5쪽 및 3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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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銅의 사용은 허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宋史》에서는 顯宗 6년(1015) 고려의 백성 모두가 銅으로 된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으며,40) 태안 마도 해역에 난파하였던 13세기 선박 3척에

서는 침몰 당시 선원들이 사용한 동제 盌·盤 및 숟가락 수십 점이 발견

된 바 있다.41)

  한편 〈흥덕왕 교서〉는 지방의 촌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거니와, 동

제 기명은 지방에서도 여러 점 출토되고 있다. 특히 黃海道 平山에서 출

토된 五花形 銅盤과 扶餘 扶蘇山에서 출토된 五花形 銅盌은 중국 陝西省 

耀縣 背陰村이나, 法門寺 地宮 등에서 출토된 금은기과 유사한 기형이어

서 그 연관성이 지적되고 있다.42) 하지만 이들 기명에는 소유자의 신분

을 유추할 만한 銘文이 확인되지 않아, 기명의 소유자가 지방의 유력자

인지 중앙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인지 분명치 않다.43) 그런데 근래 경주 

황룡사지 남쪽 담장 외곽 정비사업 부지 우물에서 발견된 하대 말기의 

銅盤에는 ‘達溫心村主’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던 바,44) 이는 촌주가 銅

器를 소유한 실례로서 주목된다. 이처럼 신라 사회에서 동제 기명은 양

《당서》의 내용처럼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현존하는 중·

하대 금속 기명의 절대 다수가 銅器인 사실도45)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銅器와 달리 중·하대 金銀器 실물자료는 聖德王 5년(706)에 황복사지 

삼층석탑에 봉납된 銀製 高杯 2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46) 이는 마

40) 《宋史》卷487, 列傳246 外國3 高麗, “其年, 又遣御事民官侍郞郭元來貢. … 民家器

皿, 悉銅爲之.”

41) 주경미, 2013〈고려후기 선박 출수 주방용품 연구〉《東亞硏究》32, 서강대학교 동

아연구소, 398~413쪽.

42) 李蘭暎, 1992 앞 책, 305~307쪽; 최응천·이귀영·박경은, 2007 앞 책, 89~90쪽.

43) 황해도 평산에서는 동제 기명과 함께 銀入絲壺鐙이 출토되었다. 이 호등을 만드는 

데에는 철을 파내어 흠을 내고, 거기에 은선 등을 끼워 넣는 입사기법이 사용되었다. 

신라 중·하대에는 동제 그릇의 표면장식에도 입사기법이 사용되었던 것 같은데,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靑銅金銀入絲小壺는 대표적인 예이다(주경미, 2016 앞 논문, 

325~326쪽). 평산 일대에서 동제 기명과 은입사호등을 함께 향유하던 집단은 지방의 

유력자 혹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였을 가능성이 크다.

4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황룡사 남쪽담장 외곽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가구역) 현장설명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쪽.

45) 山本孝文, 2006 앞 책, 213~214쪽; 주경미, 2016 앞 논문, 320~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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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간기 왕릉급 적석목곽분에서 다수의 금은기가 출토되던 것과 비교되는 

현상이다. 사실 金과 銀은 아름다운 색채와 광택,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고금을 막론하고 財寶로 인식되어온 금속들이다. 특히 이들 광석은 높은 

展延性을 지니고 있어 일찍부터 威信財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

러한 점에서 마립간기 왕릉급 고분 출토 금은기는 신라인들의 금은기 사

용이 上代에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47)

  그런데 신라사에서 금은기에 대한 기록은 오히려 중대에 들어와 비로

소 등장하기 시작한다. 사료에 금은기에 대한 일화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는 것은 금은기의 유행을 의미하는 동시에, 금은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과연 중대를 기점으로 하여 금은기의 유행이 본

격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7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금은기의 유행을 선도한 것은 唐이었다. 중

국에서는 일찍부터 금은기가 제조되었지만, 수·당대의 금은기 문화는 앞 

46) 동국대학교 박물관에는 五花形 銀盤이 소장되어 있다. 이 기명은 중국 山西省 忻州

市 繁峙縣에서 출토된 두 점의 菱花形 銀盤과 기형적인 면에서 거의 일치한다. 당대

의 花形盤은 크게 菱花形과 葵花形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능화형의 경우는 7세기 말

에서 8세기 중반 사이에 주로 유행하였다고 한다(齊東方, 1999 앞 책, 56쪽). 다만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오화형 은반은 구입품으로서, 현재 구체적인 출토지 및 사용 

양상을 추적할 수 없다.

47) 고분 출토품 이외에도 중대 이전에 신라에서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금은기가 일부 

존재한다. 수나라 李靜訓의 무덤에서는 大業 4년(608)에 매납된 금은제 고배가 발견

되었는데, 장식이 없고 단조기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마립간기 신라 고분 출토 

금제 고배와 형식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들 고배는 신

라에서 제작되어 수나라에 공물로 바쳐졌던 것의 일부라고 한다(주경미, 2007〈장신

구를 통해 본 동서교섭의 일면〉《동서의 예술과 미학》, 솔, 238~239쪽). 한편 황

룡사 구층탑 사리장엄구 중 銀製蓮唐草文盒 역시 섬서성 요현에서 출토된 仁壽 4년

(604) 제작 銅盒과 기형적인 면에서 유사하고, 魚子紋보다 古式인 針石打 기법이 시

문되었다는 점에서 중고 말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李蘭暎, 1992 

앞 책, 290쪽). 다만 이들 두 사례는 제작지 및 제작시기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

다. 먼저 이정훈의 무덤에서 출토된 금은제 고배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페르시아 수입

설이 제기된 바 있다(夏鼐, 1978〈近年中国出土的萨珊朝文物〉《考古》1978-2, 中国

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13쪽). 황룡사 출토 은제연당초문합에 대해서도 시문된 당초

문의 양식을 근거로 성덕왕 19년(720) 重修 때 매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한정호, 

2013〈황룡사 구층탑 불사리장엄구〉《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 국립경주문화재연

구소, 182쪽). 만일 은제연당초문합이 중대 이후에 제작되었다면, 중·하대 금은기 실

물자료를 하나 더 확보한 셈이지만 아직까지는 논의가 분분한 만큼 섣불리 취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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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성행하였다.48) 이전까지 金·銀은 기명의 제

작에 있어 주로 장식적인 측면에 일부 활용되었지만, 당대에 들어와서는 

순수하게 금·은만을 재료로 한 기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49) 당대 금

은기 유행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근간

에는 ‘金銀器를 사용하면 不老長生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50)

  금은기를 祈福의 매개로 이해하던 인식은 漢代부터 존재했다. 武帝 때 

方術士 李少君은 “황금을 만들어 飮食器로 삼으면 더욱 장수할 수 있

다.”라고 진언하였는데,51) 이 일화는 후대에까지 전승되어 《漢書》, 

《漢紀》, 《文選》등 다수의 문헌에 인용되었다. 특히 唐代에 들어오면 

이러한 믿음은 상류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A-1] 唐의 師市奴는 방술인이었다. 武德 7년(624) 시노는 금·은을 합성

하였다. 高祖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신하들에게 보이게 했다. 封德彝가 

진언하여 이르기를, “한대의 방사 및 劉安 등은 모두 술법을 배웠으나, 

오직 금(黃)과 은(白)의 합성하지 못함을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食器로 삼

48) 수·당 이전의 문헌에서도 금은기는 다수 확인된다. 가령 《漢書》貢禹傳에는 漢代에 

蜀郡과 廣漢郡이 금은기의 생산을 담당했는데, 해마다 각기 오백만전을 사용하였다고 

전한다(《漢書》卷72, 王貢兩龔鮑傳42 貢禹, “蜀廣漢主金銀器, 歲各用五百萬.”). 다만 

문헌에 기재된 것과 비교할 때 한대 유적에서 금은기가 발견되는 경우는 적은 편인

데, 이는 어디까지나 당·송에 비해 적은 수이지 발굴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반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문헌에서조차 금은기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戰亂으로 인한 금·은 채광 및 유통의 부

재, 그리고 佛事에 대량의 금·은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齊東方, 1999 

앞 책, 216~224쪽). 

49) 제동방 지음·이정은 옮김, 2012 앞 책, 210쪽; 순금으로 기명을 제작하는 모습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확인된다. 《梁書》諸夷 海南諸國에는 당시 

扶南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毗騫國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건

국에는 금이 나는 산이 있어서 부남왕과 교류할 때면 항상 순금으로 만든 50인 분량

의 식기를 보냈다고 한다(《梁書》卷54, 列傳48 諸夷 海南諸國, “扶南國 … 頓遜之

外, 大海洲中, 又有毗騫國. … 有山出金, 金露生石上, 無所限也. … 扶南王數遣使與書

相報答, 常遺扶南王純金五十人食器, 形如圓盤, 又如瓦塸, 名爲多羅, 受五升, 又如碗者, 

受一升.”).

50) 陕西省博物馆 編, 1999 앞 책, 152~154쪽; 齊東方, 1999 앞 책, 261~262쪽; 賀雲

翱·邵磊 主講, 2008 앞 책, 135쪽; 이송란, 2016〈송대 금은기의 사용 양상과 사회

적 의미〉《美術史學》31, 한국미술사교육학회. 8쪽.

51) 《史記》卷12, 孝武本紀12, “是時而李少君亦以祠竈·穀道·卻老方見上, 上尊之. … 少

君言於上曰, 祠竈致物, 致物而丹砂可化爲黃金, 成以爲飮食器益壽.”



- 15 -

으면, 不死할 수 있습니다.” 고조는 이를 비웃었다.

  唐 高祖 武德 7년(624) 師市奴는 어전에서 금·은의 합성을 시연하였

다.52) 이에 封德彝는 한대의 술사들도 어려워한 것을 해냈다면서, 합성

된 금·은으로 식기를 삼으면 不死할 수 있다고 진언했다. 봉덕이의 말에 

황제는 조소하였다고 하지만, 애당초 사시노의 술법을 기이하다고 여겨 

시연회를 준비시킨 것은 高祖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금은기

를 통해 不死을 꾀하던 모습은 당 후기까지도 계속되었다. 가령 李德裕

는 敬宗에게 丹藥을 복용하지 말 것을 간언하며, 은연중에 금으로 된 음

식기를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라 권유했다.53)

[그림 1] 중국 출토 금은제 茶托·藥盒

* 왼쪽부터 中國 西安 和平門外 출토 大中十四年銘 鎏金銀茶托,54) 西安 南郊 

河家村 출토 光明碎紅砂銘 銀盒.55)

  

  당에서 금은기는 차문화와 결합하면서 더욱 유행하였다.56) 法門寺 地

52) 《冊府元龜》卷876, 總錄部 方術, “唐師市奴方術人也. 武德七年市奴合金銀竝成. 高

祖異之, 以示侍臣. 封德彝進曰, 漢代方士及劉安等皆學術, 唯苦黃白不成. 今爲食器可得

不死, 高祖哂之.”

53) 《舊唐書》卷174, 列傳124 李德裕, “又聞前代帝王, 雖好方士, 未有服其藥者. 故漢書

稱黃金可成,  以爲飮食器則益壽. 又高宗朝劉道合, 玄宗朝孫甑生, 皆成黃金, 二祖竟不敢

服. 豈不以宗廟社稷之重, 不可輕易.”

54) 韩伟, 1988〈从饮茶风尚看法门寺等地出土的唐代金银茶具〉《文物》1988-10, 文物

出版社, 54~56쪽.

55) 刘炜·段国强 主编, 2012《国宝, 金银珐琅器》, 山东美术出版社, 141쪽.

56) 賀雲翱·邵磊 主講, 2008 앞 책, 156~159쪽; 북송대 蔡襄은 茶具 중 茶匙와 湯甁의 

제작과 관련해 황금을 제일로 쳤다(《茶錄》下篇 論茶器, “茶匙. 茶匙要重, 擊拂有力. 

黃金爲上, 人間以銀鐵爲之. 竹者輕, 建茶不取. 湯甁, 甁要小者易候湯, 又點茶注湯有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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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에서는 9세기 후반 제작되어 매납된 금은제 다구세트가 발견되었다. 

이 다구들은 주로 차를 만들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던 것으로, 懿宗대 

황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물품을 僖宗이 봉납한 것이라고 한다.57) 나아

가 唐人들은 차를 음용하는 데에도 금은기를 사용했던 것 같다. 이는 茶

托·托盞이라 불리는 다수의 받침 있는 금은기 실물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데,58) 唐代의 탁잔은 주로 차를 마실 때 손을 데이지 않을 용도로 사용

되었다.59)

  唐人들은 차를 일종의 약재로 인식하고 있었다.60) 차를 금은기에 담아 

마신 것은 금은에 깃든 양생의 기능이61) 차의 효능을 극대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섬서성 西安 근교의 河家村에서 출토된 

금은기에는 藥品이 상당수 들어있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丹沙, 鐘乳

石, 紫石英, 金屑 등이 있는데,62) 이 역시 차를 금은기에 담아 먹는 것

과 동일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63)

黃金爲上, 人間以銀鐵或瓷石爲之.”).

57)〈監送眞身使隨眞身供養道具及賜恩金銀寶器衣物帳碑(874)〉, “新恩賜到金銀寶器 … 

籠子一枚, 重十六兩半. 龜一枚, 重廿兩. 鹽臺一副, 重十二兩. … 茶槽子, 碾子, 茶羅, 

匙子一副七事, 共重八十兩 … 咸通十五年正月四日謹記.” 비문의 내용은 韩伟, 1991

〈法門寺地宮唐代隨眞身衣物帳考〉《文物》1991-5, 文物出版社, 27~30쪽에서 인용.

58) 齊東方, 1999 앞 책, 118~121쪽; 법문사 지궁에서 출토된 飮用器는 금은기가 아니

라 磁器였다. 사실 금과 은의 열전도율(W/m K)은 295와 418로, 자기의 열전도율인 

1~1.6 보다 훨씬 높아 고온의 차를 담아 마시기에 부적합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8

세기 간행 된 陸羽의 《茶經》에서도 盌의 생산요지를 상세히 기재하였다(각 지역 요

지에 대한 개별 설명은 水上和利, 2009《中國茶碗の考古学》, 勉誠出版, 36~49쪽을 

참고). 唐代 상류사회에서 차를 마시는 음용기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磁器였겠지

만, 長生의 희구나 權勢를 드러낼 목적으로 금은제 茶器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59) 《資暇集》卷下, 茶托子, “始建中蜀相崔寧之女, 以茶盃無襯, 病其熨指, 取碟子承之. 

既啜而杯傾.”

60) 《喫茶養生記》卷上, 調茶樣，“唐醫云, 若不喫茶人，失諸藥效，不得治病，心藏弱故

也.”

61) 劉淑芬, 2011〈戒律與養生之間〉《宗敎與醫療》, 聯經出版公司, 322쪽.

62) 耿鉴庭, 1972〈西安南郊唐代窖藏里的医药文物〉《文物》1972-6, 文物出版社, 

56~58쪽.

63) 金銀器에 약재를 담는 모습은 고려시대에도 확인되는데, 고려의 왕은 신하들에게 약

재를 하사할 때 은합에 담아 하사하였다(《高麗史節要》卷5, 文宗2 文宗三十四年 十

二月條, “特賜文正銀合一副重一百兩, 崔奭廉漢李顗銀合各一副重各五十兩, 竝盛丁香.”; 

《高麗史節要》卷7, 睿宗1 睿宗 二年 一月條, “賜魏繼廷茶藥二銀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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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롭게도 《삼국유사》에는 당인들의 금은기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한다.

[A-2] 이때 당 황실의 공주가 병에 걸렸으니, 高宗이 三藏(善無畏)에게 

구해주기를 청하였는데, 惠通을 자기 대신 천거하였다. 혜통은 敎를 받고

는 별도로 거처하면서 흰 콩 1두를 銀器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흰 

갑옷을 입은 神兵들로 변하였다. (病을) 쫓아내려 했으나 마침내 이기지 

못했다. 또 검은 콩 1두를 金器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니, 검은 갑옷을 

입은 신병으로 변하였다. 두 색을 합하여 병을 쫓게 하니 갑자기 蛟龍이 

나타나 달아나니, 병이 드디어 나았다. 용은 혜통이 자기를 쫓아낸 것을 

원망하여 본국의 文仍林에 와서 인명을 더욱 해쳤다. 이 때에 鄭恭이 당

에 사신으로 갔는데 혜통을 보고 일러 말하기를 “법사가 쫓은 毒龍이 본

국으로 돌아와 해가 심하니 빨리 가서 그것을 없애 주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恭과 더불어 인덕 2년(665) 을축에 신라로 돌아와 교룡을 쫓아냈

다. …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즉위했다. … 왕녀가 갑자기 병이 들자 

조서를 내려 혜통에게 치료하게 했는데, 병이 나으니 왕이 크게 기뻐했

다. … 처음에 신문왕이 등창이 생겨서 혜통에게 방문할 것을 청했는데, 

혜통이 와서 주문을 외우자 바로 나았다.64)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에 유학간 惠通은 스승 善無畏를 대신하여 

당 황실 공주의 병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밀교승 선무외가 입당한 것은 

당 현종 개원 연간이므로 혜통과 선무외의 관계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

다. 다만 여기에서는 혜통이 당나라 공주의 병을 고친 방식에 주목해 보

고자 한다. 

  혜통은 공주의 병을 다스리는 데 金銀器를 사용하였다. 특히 혜통이 

64) 《三國遺事》卷5, 神呪6 惠通降龍, “時唐室有公主疾病, 高宗請救於三藏, 舉通自代. 

通受教別處以白豆一斗呪銀器中, 變白甲神兵. 逐崇不克. 又以黑豆一斗呪金器中, 變黑甲

神兵. 令二色合逐之, 忽有蛟龍走出, 疾遂瘳. 龍怨通之逐已也, 來本國文仍林害命尤毒. 

是時鄭恭奉使於唐, 見通而謂曰, 師所逐毒龍歸本國害甚速去除之. 乃與恭以麟德二年乙丑

還國而黜之. … 及神文王崩孝昭即位 … 王女忽有疾詔通治之, 疾愈王大悅. … 初神文王

發疽背請候於通, 通至呪之立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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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器로 주술을 부렸으나 여의치 않자, 金器로 재차 주술을 부려 병을 고

쳤다는 점에서 金器과 銀器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계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귀국 후 혜통이 병을 고칠 때에는 금은기를 사용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병을 고친 것은 금은기가 아니라 주문

이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다만 혜통이 당나라에서 금은기를 매개로 주

문을 외웠던 것이 일종의 퍼포먼스라 하더라도, 굳이 그러한 행동을 취

한 것은 금은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기대효과를 의식하였기 때

문일 것이다. 즉 혜통은 당인들이 금은기를 祈福의 매개로 이해하고 있

었음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주술을 부리는 데 금은기를 사용하였던 것이

다.

[그림 2] 皇福寺址 삼층석탑 출토 金銅·銀製 高杯65)

  

  혜통은 문무왕 5년(665)에 신라로 귀국하여 효소왕대까지 활동하였다. 

아마도 이 무렵 금은기에 대한 당인들의 인식이 신라사회에도 본격적으

로 유입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삼국사기》에는 혜통의 귀국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금제 술잔을 사용한 예가 확인되어 주목된다.66)

  신라에서 금은기가 기복의 목적으로 사용된 예는 현전하는 중·하대 실

물자료에서 확인된다.67) 황복사지 삼층석탑 출토 은제 고배는 금동제 사

65)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2016《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자료집》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18쪽.

66)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上 八年 冬十月條, “二十五日, 王還國, 次褥突驛, 

國原仕臣龍長大阿湌, 私設筵, 饗王及諸侍從. 及樂作, 奈麻緊周子能晏, 年十五歲, 呈加

耶之舞. 王見容儀端麗, 召前撫背, 以金盞勸酒, 賜幣帛頗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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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사리함의 명문대로라면 성덕왕 5년(706)

에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無垢淨經)》과 함께 안치되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무구정경》을 탑에 안치하는 행위는 長壽, 治病, 往生(죄

업소멸), 護國의 목적을 아울러 띠고 있었다.68) 이는 〈황복사금동사리

함명〉에 그대로 반영되어, 명문에서는 先代王의 往生과 現王·王妃의 장

수, 內外 親屬의 번영, 국가의 안녕을 적시하였다.69)

  그런데 《무구정경》에는 은제 고배의 성격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

는 구절이 있다. 즉 큰 공덕을 이루려거든 佛塔 앞에 사각의 壇을 만들

고, 그 네 귀퉁이에 향수를 담은 병과 향로를 설치하라는 것이다.70) 그

렇다면 이들 고배는 바로 그러한 《무구정경》의 내용을 상징화한 의례 

용기였을 가능성이 클 텐데,71) 고려시대 불교 의례용기로서 향로의 형태

67) 통일신라 암자터로 추정되는 경상북도 성주 기산리 유적에

서 출토된(三江文化財硏究院, 2012《星州 基山里 遺蹟》, 

江文化財硏究院, 262쪽) 銅製 八曲長杯를 당대 금은제 혹은 

유리제 팔곡장배와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한다(이난영, 2012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76쪽). 

실제로 기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銅器는 673년 사망한 唐 房

陵公主 무덤 벽화 속 八曲長杯나 7세기 후반의 제품이라고 추정되는 일본 白鶴美術

館 소장 은제 八曲長杯(齊東方, 1999 앞 책, 50~53쪽), 일본 정창원 소장 금동제 八

曲長杯와 매우 흡사하다. 아마도 기산리 출토 銅器는 중국의 금은기 기형을 모방하여 

신라에서 제작되었거나, 당에서 수입되었을 것이다. 

68) 周炅美, 2004〈韓國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義〉《불교미

술사학》2, 불교미술사학회, 177~179쪽; 元善書, 2008〈신라 하대 無垢淨塔의 건립

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신앙〉《한국학논총》3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31~133쪽. 

69) “神龍二年丙午五月卅日, 今主大王, 佛舍利四·全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經

一卷, 安置石塔第二層. 以卜以此福田, 上資神文大王神睦太后孝照大王, 代代聖廟, 枕涅

盤之山, 坐菩提之樹. 隆基大王, 壽共山河同久, 位與軋川等大, 千子具足, 七寶呈祥. 王

后, 體類月精, 命同劫數, 內外親屬, 長大玉樹, 茂實寶枝. 梵釋四王, 威德增明, 氣力自

在, 天下太平, 恒轉法輪, 三塗勉難, 六趣受樂, 法界含靈, 俱成佛道.” 鄭炳三, 1992〈皇

福寺 金銅舍利函銘〉《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籍開發硏究員, 347~349쪽.

70) 《大正新脩大正藏經》第19冊 ｢無垢淨光大陀羅尼經｣, “若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欲

得滿足大功德聚, 當依前法書寫此四大陀羅尼呪法之王各九十九本. 然後於佛塔前, 造一方

壇牛糞塗地, 於壇四角置香水滿甁, 香鑪布列以供養, 鉢置於壇上. … 以呪王法置於塔內, 

想十方佛至心誦念此陀羅尼. … 由此當得廣大善根, 壽命延長身淨無垢, 眾病悉除災障殄

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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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한정호, 2006〈慶州 九皇洞 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美術史論壇》22, 한

국미술연구소, 7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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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로 高杯形을 띠었던 점이 참고된다.72) 사실 《무구정경》은 향로와 

용기의 재질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신라인들이 굳이 은으로 고배를 만들어 봉납한 것은 《무구정경》의 

효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사료된다.73)

  한편 실물 금은제 다구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라에서도 금은

기가 차문화와 연동되어 유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昌寧 火旺山城, 聞慶 

姑母山城, 扶餘 扶蘇山城에서는 철제 茶碾이 출토된 바 있고, 軍威 麟角

寺址에서 출토된 靑銅淨甁이나 靑銅二重圓盒은 당시 禪僧들이 사용하던 

茶具라고 판단된다.74) 지방에서 금속제 다구가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한

다면,75) 왕궁이나 유력 사찰에는 금은제 다구가 비치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順天館에는 은제 다구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한다.76) 순

천관의 은제 다구에 대해 徐兢은 ‘대개 중국제도를 흉내 낸 것이다.’라고 

폄하했지만, 설사 그것이 모방에 불과할지라도 당시 고려 ‘왕실’이 다구

의 사용에서 중국 금은기를 모델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

기》에는 興德王 3년(828) 金大廉이 당에서 귀국하는 편에 차종자를 가

72) 고려시대 한반도 남부의 고배형 향로·향완으로는 청주 운천동 출토 청동 향완, 청주 

흥덕사지 출토 청동 향로, 청주 사뇌사 출토 청동 향완, 괴산 사담리 출토 청도 향로·

향완 등이 있다(국립청주박물관, 2017《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171·176·190·192~193·210쪽).

73) 《賢愚經》에는 鼓의 재질과 관련하여, 銅鼓를 칠 경우 8억이, 銀鼓를 칠 경우 10억

이, 金鼓를 칠 경우 모든 사람이 다 모인다고 적혀있다(《大正新脩大正藏經》第4冊 ｢

賢愚經｣ 卷10, 須達起精舍品, “若擊銅鼓, 八億人集, 若打銀鼓, 十四億集, 若打金鼓, 一

切皆集.”). 불교의 의례 용품에는 재질과 관련해 金-銀-銅의 위계가 존재했던 것이

다. 그러나 신라인들이 황복사 3층 석탑에 사리를 봉안하던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무구정경》의 내용을 충실히 재현하여 장수, 치병, 왕생, 호국의 염원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었을 것이다. 황복사금동사리함에 99개의 소탑이 새겨져 있는 것 

역시 《무구정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74) 이송란, 2010〈中國 法門寺 地宮 茶具와 통일 신라 茶文化〉《先史와 古代》32, 한

국고대학회, 60~63쪽.

75) 楊州 檜巖寺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銅器에도 ‘檜岩五白聖殿茶器樣五十’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어, 청동제 다기가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기는 회암사 

오백성전에 놓였던 50개의 다기 중 하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동국대학교 박물관, 

2006《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소장품도록》, 동국대박물관, 218쪽).

76) 《宣和奉使高麗圖經》卷32, 器皿3 茶俎, “益治茶具, 金花烏盞, 翡色小甌, 銀爐湯鼎, 

皆竊效中國制度. 凡宴則烹於廷中, 覆以銀荷, 徐步而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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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와 지리산에 심자 신라에 차가 성행하였다고 전한다.77) 이는 834년 

금은기 금령이 내려지기 불과 6년 전의 일로, 어쩌면 금은기에 대한 규

제는 당시 상류사회에서 유행하던 차문화와도 일부 관련되어 있지 않았

을까 싶다. 

  이와 같이 중대 이후 금은기가 앞선 시대보다 널리 유행하게 된 원인

에는 금은기를 기복의 매개로 이해하던 唐人들의 인식이 연관되어 있었

다. 다음으로는 중·하대 신라에서 금은기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그것

을 소유한 이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金銀器의 사용과 소유

  신라 중·하대 금은기의 사용 사례는 총 10건으로 크게 食器, 儀禮, 정

치적·경제적 사용(下賜, ‘調·別獻物’, 交易)으로 분류할 수 있다.78)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7)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興德王 三年 冬十二月條, “遣使入唐朝貢. 文宗召對于

麟德殿, 宴賜有. 差入唐迴使大廉, 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

此盛焉.”

78) 금은기의 가치를 고려할 때 신라에서도 금은기가 감상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三國遺事》에서 허황옥이 배에 싣고 온 물품 중에 보이는 ‘玩器’는 감상용 그

릇을 의미한다(《三國遺事》卷2, 紀異2 駕洛國記, “王后於山外別浦津頭維舟. … 所賷

錦繡綾羅·衣裳疋段·金銀珠玉·瓊玖服玩器不可勝記.”).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라에서 금은

기가 완기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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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양상 시 기 사용자 / 기명 명칭 출 전

食器
문무왕 8년

(668)
문무왕 / 金盞 《삼국사기》문무왕 본기

儀禮

不明

(665년 이전)
혜통 / 金器, 銀器(소유자 불명)

《삼국유사》신주

惠通降龍

성덕왕 5년

(706)
성덕왕 / 銀製 高杯 2

〈황복사금동사리함명〉

및 출토자료

효소왕 2년

(693)
효소왕 → 백율사 /  金銀器 5

《삼국유사》탑상

栢栗寺

정

치

·

경

제

적

사

용

下賜

문무왕 20년

(680)
문무왕 → 보덕왕 안승 / 金銀器 《삼국사기》문무왕 본기

원성왕 2년

(786)

당 덕종 → 원성왕 / 銀榼 1

《삼국사기》원성왕 본기
       → 왕비 / 銀椀 1

       → 대재상 1인 / 銀榼 1

       → 차재상 2인 / 각 銀椀 1

경문왕 5년

(865)

당 의종 → 경문왕 / 金銀器 7

《삼국사기》경문왕 본기

및〈숭복사비〉

       → 왕비 / 銀器 2

       → 왕태자 / 銀器 1

       → 대재상 1인(김위홍 추정) / 銀器 1

       → 차재상 1인 / 銀器 1

‘調, 別獻物’

문무왕 19년

(679)
신라 조정 → 왜 조정 / 金鼎, 銀鼎 《일본서기》천무기

신문왕 6년

(686)

신라 조정 → 왜 조정 / 鏤金器
《일본서기》천무기

          → 왜왕 / 金器

交易
경덕왕 11년

(752)
신라 조정 → 5位이상 일본 귀족 / 金鋺 2 〈매신라물해〉

[표 2] 중·하대 금은기의 사용 양상(신라 ‘왕실’ 관여 시 밑줄)

  첫 번째, 금은기를 食器로 사용한 예는 文武王이 있다.79) 왕이 금제 

식기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문무왕의 경우가 유일하지만,80) 이후에도 

79)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上 八年 冬十月條, “二十五日, 王還國, 次褥突驛, 

國原仕臣龍長大阿湌, 私設筵, 饗王及諸侍從. 及樂作, 奈麻緊周子能晏, 年十五歲, 呈加

耶之舞. 王見容儀端麗, 召前撫背, 以金盞勸酒, 賜幣帛頗厚.”

80) 아랍의 역사서 중에는 신라에서 금은기가 식기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추가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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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왕실’이 금은기를 보유한 예는 다수 확인되므로 ‘왕실’의 금은제 

식기 사용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의례용으로 금은기가 사용된 예는 3건이다. 먼저 혜통의 경

우 당 황실 공주의 병을 고칠 때 사용한 금은기가 그의 소유인지는 분명

치 않다. 실제로 그가 665년 신라로 귀국한 뒤 신문왕과 효소왕 공주의 

병을 고칠 때 금은기를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황복사지 

삼층석탑 출토 은제 고배를 봉납하고, 발원을 주도한 이는 〈황복사금동

사리함명〉에 의할 때 성덕왕이었음이 명백하다. 이외에 효소왕 2년

(693) 왕은 國仙 夫禮郞과 國寶(神笛·玄琴)가 사라졌다가 백율사 부처의 

힘으로 되돌아오자, 50兩으로 만든 금은기 5개를 절에 시주하였다.81)

하지만, 사료의 기년과 성격이 불분명하여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가령 아랍의 역

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알 마크디시(Al-Maqdisi)가 966년 저술한 《창세와 역사의 

책(Kitāb al-bad' wa-l-ta'rīkh)》에는 이븐 흐르와드비(Ibn Khurdādhbeh)가 846년

에 펴낸 《도로들 및 왕국들의 책(Kitāb al-Masālik w'al-Mamālik)》을 인용하면서, 

중국 동쪽 어느 한 나라의 사람들이 금제 그릇을 사용한다고 적었다(On voit dans 

le 《Livre des routes et des provinces》, qu'il ya, à l'orient de la Chine, une 

ville d'où toute personne qui y entren'en sort plus, à cause de son bon air, de 

l'excès de son éclat, de la pureté de son sol, de la douceur de son eau, du 

bon caractèrede ses habitants, qui tendent leurs demeures d'étoffes de soie et 

de brocart, se servent de vases d'or, etc., mais Dieu sait mieux lavérité). 여기

서 중국 동쪽의 어느 한 나라는 《도로들 및 왕국들의 책》의 내용으로 볼 때(A 

l'extrémité de la Chine est une contrée nommée Sîlâ, trèsriche en or. Les 

musulmans sont tellement séduits par la beautéde ce pays que, quand ils y 

pénètrent, ils s'y fixent et ne veulentplus en sortir) 신라일 가능성이 있다(강옥

엽, 2003 앞 책, 173쪽; 김정위, 2005《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 상》, 해상왕장

보고기념사업회, 89~90쪽). 그런데 《창세와 역사의 책》의 신라에 대한 설명 중에

는 《도로들 및 왕국들의 책》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비단과 금실을 가지고 

수놓은 천으로 가옥을 단장한다는 것과, 금제 그릇을 사용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도로들 및 왕국들의 책》이 저술된 846년 이후에 아랍세계로 유입된 새로운 정보

가 추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 

기록은 846년 이후 신라인들이 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한 사례로 받아들일 수도 있

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창세와 역사의 책》에 신라라는 구체적인 

국명이 드러나있지 않은 것은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아랍 역사가들의 신라 기술은 

답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傳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상기 프랑스어 원문은 Gabriel Ferrand, 1913 Relations 
De Voyages Et Textes Geographiques Arabes, Persans Et Turks Relatifs A 
L'Extreme-Orient Du VIII Au XVIII Siecles, Ernest Leroux Éditeur에서 인용.

81) 《三國遺事》卷3, 塔像4 栢栗寺, “天授四年 … 大王聞之驚駭不勝曰, 先君得神笛傳于

朕躬, 今與玄琴藏在內庫, 因何國仙忽爲賊俘爲之奈何. … 五月十五日郞二親就栢栗寺大

悲像前, 禋祈累夕, 忽香卓上得琴笛二寳, 而郞·常二人來到於像後. … 王大驚使迎郞, 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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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시주된 물품들이 대체로 실제 사원 운영에 활용되었을 것이므로, 

금은기 5개도 부처에게 공양물을 담아 올리는 의례 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중·하대 금은기 기록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정치·경제

적 사용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사실 금은기는 부피에 비해 재화로서

의 가치가 높아 증정, 헌사, 하사 등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물품

이었다. 당에서도 황제는 유공자나 寵臣에게 때때로 금은기를 하사하였

으며, 반대로 황실의 총애를 받기 위해 지방 관원들이 금은기를 진상하

는 경우도 많았다.82)

  下賜가 목적인 경우, 하사의 주체는 주로 신라왕 또는 당 황제였다. 

중·하대 최초의 금은기 하사 기록은 문무왕 20년(680) 왕이 報德王 安

勝에게 금은기를 하사하면서 누이의 딸을 시집보냈다는 내용이다.

[B-1] 문무왕 20년(680) … 3월 金銀器 및 여러 가지 채색 비단

(雜綵) 100단을 報德王 安勝에게 내리고, 드디어 왕의 여동생을 아

내로 삼게 했다.[혹은 迊湌 金義官의 딸이라고도 한다.]83)

  당시 문무왕과 안승 사이에 오간 문건으로 미루어 보건대, 680년에 

하사한 물품은 일종의 禮物이었을 것이다.84) 그런데 금은기는 文武王 

琴笛入內. 施鑄金銀五器二副各重五十兩, 摩衲袈裟五領大綃三千疋, 田一萬頃納於寺, 用

荅慈庥焉.”

82) 제동방 지음·이정은 옮김, 2012 앞 책, 224쪽.

83)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 二十年 春三月條, “以金銀器及雜綵百段, 賜報

德王安勝, 遂以王妹妻之[一云, 迊湌金義官之女也].”; 《三國史記》文武王 20년 봄 3월조에

는 ‘왕의 여동생(王妹)’ 혹은 ‘잡찬 金義官의 딸’이라고 되어있으나, 바로 이어지는 문

무왕의 교서에는 ‘왕의 누이의 딸(寡人妹女)’이라 되어있고, 여름 5월조 보덕왕 안승

의 표문에서도 누이의 자식을 뜻하는 ‘外生(=外甥)’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以外生公, 

爲下邑内主). 따라서 보덕왕 안승에게 시집간 이는 문무왕의 조카라고 여겨진다.

84) ‘왕실’ 혼례의 예물로 금은기가 사용된 경우는 756년 당 숙종이 회흘의 葛勒可汗에

게 寧國公主를 시집보내면서 繒彩·衣服·金銀器皿을 보낸 것이나(《舊唐書》卷195, 列

傳145 迴紇, “乾元元年 … 秋七月, 詔以幼女封爲寧國公主出降 … 可汗乃起奉詔, 便受

冊命. 翼日, 冊公主爲可敦, 蕃酋歡欣曰, 唐國天子貴重, 將真女來. 瑀所送國信繒彩衣服

金銀器皿, 可汗盡分與衙官, 酋長等.”), 멀게는 조선시대 공주의 혼수품을 적은〈德溫

公主婚需件記〉에서도 확인된다(국립고궁박물관, 2017《국역 덕온공주가례등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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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670) 안승이 고구려왕에 봉해지던 때나, 同王 14년(674) 그가 보

덕왕에 봉해지던 당시에도 사여되지 않은 물품이었다. 따라서 문무왕은 

안승이 자신의 조카와 혼인하여 ‘왕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680년

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싶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안승은 670년 내부 당시 진골의 位를 수여받

았다.85) 이는 가야의 仇亥王이 신라에 내부하여 上等의 位를 받고, ‘골

(혹은 진골)’에 편입된 것과 유사한 예이다.86) 그런데 당에서는 문무왕이 

안승의 세력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못마땅해 했다.87) 따라서 이미 진골

립고궁박물관, 4~5쪽).

85) 《三國遺事》卷2, 紀異2 文虎王法敏, “緫章三年庚午正月七, 漢歧部一山級干, 一作成

山何于婢, 一乳生四子, 一女三子, 國給糓二百石以賞之. 又伐髙麗, 以其國王孫還國, 置

之眞骨位.”; 안승이 진골이 된 시점을 그가 경위 蘇判을 받고, 김씨를 賜姓받으며, 경

주에 살게 된 683년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디 소판이라는 관등은 진골이어야 

오를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이전 시기에 이미 안승이 진골이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안승이 진골이 된 시점을 특기하지 않았지만, 

《삼국유사》는 이를 670년 총장 3년조에 배치하였다.

구 분 670년 683년

《三國史記》

新羅本紀

(문무왕 10년) 여름 6월 …  왕이 (안승 

등을) 나라 서쪽 금마저에 거처하게 했

다. 漢祗部의 여인이 한 번에 3남 1녀

를  낳으니, 벼 200석을 하사했다. … 

(가을 7월) 沙湌 須彌山을 보내어 安勝

을 봉하여 高句麗王으로 삼았다.

(신문왕 3년) 겨울 10월 보덕왕 안승을 

불러 소판으로 삼고, 김씨를 賜姓하여, 

서울에 머물게 하고, 좋은 집과 좋은 토

지를 하사했다. 

《三國遺事》紀異

文虎王法敏

총장 3년 경오 정월 7일, 漢歧部 一山 

級干 또는 成山 何于의 婢가 한번에 네 

아이를 낳았는데, 딸 하나에 아들 셋이

었다. 나라에서 곡식 200석을 상으로 

주었다. (문무왕은) 또 고려를 정벌하고, 

그 나라의 왕손을 데리고 나라로 돌아

와, 진골의 지위에 두었다.

·

86)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

角干.”; 上等을 진골로 바로 등치하기는 어렵지만, 훗날 김구해의 아들 무력이 각간에 

이르렀다고 서술한 것으로 볼 때 김구해와 그의 지친은 내부와 함께 진골로 편입되었

다고 여겨진다(전덕재, 2002《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태학사, 296~297

쪽; 이재환, 2015 앞 논문, 32쪽; 하일식, 2016 앞 논문, 50쪽; 전미희, 2016 앞 논

문, 108~109쪽).

87)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第7 文武王下 十一年 秋七月條, “二十六日, 大唐揔管薛

仁貴, 使琳潤法師寄書曰, … 先君盛業, 奉而異圖, 內潰疑臣, 外招強陣, 豈爲智也. 又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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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안승이지만, 그가 온전히 진골사회에 편입된 것은 나당관계가 안

정된 이후, 특히 그가 문무왕의 조카와 혼인한 680년 이후라고 생각된

다. 그로부터 3년 뒤인 神文王 3년(683) 안승은 蘇判에 임명되는 한편 

金氏姓과 甲第·良田을 하사받고 왕경에 거주하게 되는데,88) 이는 안승이 

신라 진골사회에 완전히 편입된 것에 따른 실제적 조치였을 것이다. 그

렇다면 680년의 금은기 하사는 안승이 신라 진골사회에 편입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왕의 지친과 혼인하여 ‘왕

실’과 관계를 맺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금은기가 하사되었던 것이다. 

  한편 문무왕이 안승에게 금은기를 하사한 행위는 당나라의 경우를 참

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당 고종은 일찍이 당에 내부하여 668년 

평양성을 공략하는 데 공을 세운 연남생에게 金皿을 하사하고, 그가 長

安으로 돌아오자 右衛大將軍 卞國公의 관직을 제수하는 한편 寶器와 시

녀를 추가로 하사하였다.89) 특히 고종은 670년에 연남생에게 長安 興寧

坊에 저택을 추가로 사여하였는데, 흥녕방은 당나라 親王들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이었다.90) 물론 당 고종이 연남생에게 金器를 하사한 명분은 

戰功에 대한 포상이었으므로,91) 당 고종과 문무왕의 사례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황제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졌던 

일련의 행위가 신라에 구현되고, 더욱이 신라왕과 번국 보덕왕 사이에서 

확인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麗安勝, 年尙幼冲, 遺壑殘郛, 生人減半, 自懷去就之疑, 匪堪襟�之重. 仁貴樓舩, 竟翼

風㠶, 連旗巡於北岸, 矜其舊日傷弓之羽, 未忍加兵. 恃爲外援, 斯何謬也.”

88)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三年 冬十月條,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89) 《新唐書》卷110, 列傳35 諸夷蕃將 泉男生, “因詔還軍, 與李勣攻平壤, 使浮屠信誠內

間, 引高麗銳兵潛入, 禽高藏. 詔遣子齎手制金皿, 卽遼水勞賜. 還, 進右衛大將軍·卞國公, 

賜寶器·宮侍女二·馬八十.”

90) 金秀鎭, 2017〈唐京 高句麗 遺民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60~163쪽 및 206~207쪽.

91) 757년 당 현종은 回紇의 葉護에게 전공에 대한 보상으로 금은기를 하사하였다(《舊

唐書》卷195, 列傳145 迴紇, “及肅宗還西京, 十一月癸酉, 葉護自東京至. 敕百官於長

樂驛迎, 上御宣政殿宴勞之. 葉護升殿, 其余酋長列於階下, 賜錦繡繒彩金銀器皿. 及辭歸

蕃, 上謂曰, 能爲國家就大事成義勇者, 卿等力也. 葉護奏曰, 回紇戰兵, 留在沙苑, 今且

須歸靈夏取馬, 更收范陽, 討除殘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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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왕의 금은기 하사 이외에 중·하대 금은기 하사 기록은 주체가 모

두 당 황제였다.92) 당나라 덕종과 의종은 각기 元聖王 2년(786)과 景文

王 5년(865)에 신라에 금은기를 하사하였다.

[B-2] 원성왕 2년(786) … 여름 4월에 … 金元全을 당에 보내 方物을 

바쳤다. 德宗이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신라왕 金敬信에게 조서를 내린

다. … 경은 마땅히 나라 안을 안정시키고, 부지런히 백성들을 살피며, 

영원히 藩臣이 되어 바다 건너 변방을 평온하게 하여라. 이제 卿(원성왕)

에게 羅錦과 綾綵 등 30필, 옷 1벌, 銀榼 1개를 내리노니 도착하거든 마

땅히 받도록 하라. 왕비에게는 錦綵와 綾羅 등 20필, 押金線繡羅裙衣 한 

벌, 銀椀 1개를, 大宰相 1명에게는 옷 1벌, 은합 1개를, 次宰相 2인에게

는 각각 옷 1벌, 은완 각각 1개를 내리노니 경은 마땅히 받거든 나누어 

주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93)

[B-3] 경문왕 5년(865) 여름 4월 당 懿宗이 사신 太子右諭德 御史中丞 

胡歸厚와 副使 光祿主簿兼監察御史 裴光 등을 보내 전왕의 죽음에 조문·

제사하고 왕을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持節大都督 雞林州諸軍事 上柱國 

92) 《삼국사기》성덕왕 본기에는 당 현종이 성덕왕에게 보낸 하사품 중에 ‘金銀鈿器物’

이 확인된다(《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三十二年 冬十二月條, “遣王姪志廉

朝唐謝恩. 初帝賜王白鸚鵡雄雌各一隻及紫羅繡袍·金銀鈿器物·瑞紋錦·五色羅綵共三百餘

段. 王上表謝曰, 伏惟陛下執象開元, 聖文神武 … 伏視瓊文, 跪披玊匣 … 金銀寳鈿, 見

之者爛目, 聞之者驚心 ….”). 이를 금은기로 이해하기도 하지만(李蘭暎, 2001〈통일신

라 공예의 대외교섭〉《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涉》, 예경, 183쪽), 당 현종이 보내

온 ‘금은전기물’의 바탕이 되는 재질은 금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鈿’의 의미는 금은이나 보석으로 기물을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廣韻》卷2, 鈿, 

“金花又音甸” 및 卷4, 鈿, “寶鈿以寶飾器人音田.”). 실제로 성덕왕의 표문에는 ‘금은전

기물’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金銀寳鈿’가 확인되는데, 이 역시 ‘금·은·보석의 새김’을 

의미한다. 《신당서》에서 개원 연간(713~741)에 당 현종이 성덕왕에게 내린 하사품 

중에 확인되는 ‘金銀精器’ 역시 ‘金銀鈿器物’와 동일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新唐

書》卷220, 列傳145 東夷 新羅, “玄宗開元中 … 帝間賜興光瑞文錦·五色羅·紫繡紋袍·

金銀精器, 興光亦上異狗馬·黃金·美髢諸物.”). 

93)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二年 夏四月條, “遣金元全入唐, 進奉方物. 德

宗下詔書曰, 勑新羅王金敬信. … 卿冝保安封內, 勤恤蒼生, 永作藩臣, 以寕海裔. 今賜卿

羅錦綾綵䓁三十匹·衣一副·銀榼一口, 至宜領之. 妃錦綵綾羅等二十匹·押金線繡羅裙衣一

副·銀椀一. 大宰相一人, 衣一副·銀榼一, 次宰相二人, 各衣一副·銀椀各一. 卿宜領受分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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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王으로 책봉하였다. 이어서 왕에게 官誥 1통, 旌節 1벌, 錦綵 5백필, 

옷 2벌, 金銀器 7개를 내렸다. 왕비에게는 채색비단 50필, 옷 1벌, 銀器 

2개를 내렸다. 왕태자에게는 채색비단 40필, 옷 1벌, 은기 1개를 내렸다. 

大宰相에게는 채색비단 30필, 옷 1벌, 은기 1개를 내렸다. 次宰相에게는 

채색비단 20필, 옷 1벌, 은기 1개를 내렸다.94)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정식 책봉 과정에서 

금기 혹은 은기가 사여되고 있고,95) 금은기를 수여받는 대상은 왕과 왕

비, 태자, 대재상, 차재상에 한정하되, 수여 대상의 위계에 따라 기형이

나 재질에 차등을 두었던 것 같다.96) 책봉 과정에서 당 황제가 하사한 

금은기는 당 황실 직속 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므로,97) 그 자체로 희

소성을 지녔다. 자연히 이 기물들은 ‘왕실’과 소수의 宰相들에게 일종의 

威勢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이들 기사에서 당 황제의 금은기 하사가 ‘왕

94)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五年 夏四月條, “唐懿宗降使太子右諭德·御史

中丞胡歸厚, 使副光祿主簿兼監察御史裴光等, 吊祭先王兼賻贈一千匹, 冊立王爲開府儀同

三司·檢校太尉·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上柱國·新羅王. 仍賜王官誥一道·旌節一副·錦綵

五百匹·衣二副·金銀器七事, 賜王妃錦綵五十匹·衣一副·銀器二事, 賜王太子錦綵四十匹·衣

一副·銀器一事, 賜大宰相錦綵三十匹·衣一副·銀器一事, 賜次宰相錦綵二十匹·衣一副·銀器

一事.”

95) 원성왕의 경우는 이미 전년도에 왕위 계승 사실이 중국에 알려졌던 것 같지만(《新

唐書》卷220, 列傳145 東夷 新羅, “貞元元年, 授良相檢校太尉·都督雞林州刺史·寧海軍

使·新羅王. 仍令戶部郞中蓋塤持節册命. 其年, 良相卒, 立上相敬信爲王, 令襲其官爵. 敬

信卽從兄弟也.”), 정식으로 당 황제의 조서를 받은 것은 786년이라고 생각된다(이문

기, 2016〈왕계의 변화와 귀족 연립〉《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6, 경상북도문화

재연구원, 41쪽). 한편 정식 책봉 과정에서 기명이 하사되는 예는 훗날 거란과 고려 

사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高麗史》卷8, 世家8 文宗 十一年 三月條, “乙酉, 契丹遣

蕭繼從·王守拙, 來冊王, 詔曰 … 幷賜卿冠服·車輅·銀器·匹段·鞍馬·弓箭等, 具如別錄, 至

可領也.”; 《高麗史》卷8, 世家8 文宗 十九年 四月條, “又遣耶律迪·麻晏如, 冊王太子, 

詔曰 … 賜卿冠服·車輅·銀器·匹段·鞍馬·弓箭·酒等, 具如別錄, 至可領也.”).

96) 경문왕 5년(865) 황제가 신라왕에게 하사한 금은기는 7개였다. 혹 천자는 9정, 제

후는 7정의 예를 좇은 것일 수도 있지만,(《春秋公羊傳注疏》卷4, 桓公 漢何休註, “天

子九鼎，諸侯七，卿大夫五，元士三也.”) 적어도 경·대부에 해당할 재상이 은기 1개만

을 하사받은 것으로 볼 때 분명치는 않다. 

97) 당 황실과 중앙정부에서 사용되던 금은기물의 생산은 少府 掌冶署, 少府 中尙署 金

銀作坊院, 황실 직속의 文思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야서와 금은작방원은 당 초

기부터 존재했으며, 문사원은 9세기 중반에 생겨나 당 말기에 흥성했다(제동방 지음·

이정은 옮김, 2012 앞 책,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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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외에 대재상과 차재상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당 황제

가 주변국의 왕이나 재상에게 개별적으로 금은기를 하사하는 경우는 더

러 확인되지만, 재상을 大와 次로 분류하고, 다시 양자 모두에게 왕비나 

왕태자와 동등한 기명을 하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런데 하대 신라의 

宰相制는 유력한 왕위계승권자, 혹은 ‘왕실’의 일부 남성들이 왕위로 나

아가기 위해 거쳐야 한 일종의 절차적 역할을 수행했다.98) 실제로 865

년 은기를 하사 받은 재상 중 한명은 王弟이자 ‘왕실’의 일원이었던 金

魏弘이었다.99) 어쩌면 당은 신라 정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금은기의 수

여대상을 결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한 예는 門戟의 예에서도 확인된

다.100) 《삼국사기》에 따르면 애장왕 9년(808) 당은 왕의 숙부 彦昇과 

그 동생 仲恭 등에게 문극을 하사하였다.101) 그런데 《신당서》에는 다

른 사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문극은 신라의 요청에 의해 재상이었던 金彦昇·金仲恭과 王弟 蘇判 

金添明에게 수여되었다고 한다.102) 따라서 786년과 865년 책봉 과정에

서 행해진 당 황제의 금은기 하사 역시, 적어도 수여 대상만큼은 신라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당 황제의 금은

기 하사는 기본적으로 신라 ‘왕실’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유력한 왕위 

계승권자에게 추가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103)

98) 木村誠, 2004〈新羅の宰相制度〉《古代朝鮮の国家と社会》, 吉川弘文館 , 260쪽; 

《新唐書》신라전에는 官을 세울 때 親屬을 위로 삼는다고 하면서, 官의 최고 직위로 

宰相을 꼽았다(“其建官, 以親屬爲上 … 官有宰相·侍中·司農卿·太府令, 凡十有七等, 第

二骨得爲之.”).

99) “遂於咸通六年(865) … 遂命太弟相國[尊諡惠成大王], 致齋淸廟, 代謁玄扃, 懿乎! 鷄樹揚

蕤, 鴒原挺茂.” 鄭炳三, 1992〈崇福寺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籍開

發硏究員, 255~256쪽; 權英五, 2004〈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운영〉《大邱史

學》76, 대구사학회, 4~6쪽.

100) 小宮秀陵, 2014〈新羅·渤海의 對唐藩鎭交涉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위논문, 77쪽.

101)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九年 春二月條, “遣金力奇入唐朝貢. … 仍賜

王叔彦昇及其弟仲恭等門戟, 令本國准例給之.” 

102) 《新唐書》卷220, 列傳145 東夷 新羅, “永貞元年(805), 詔兵部郞中元季方冊命. 後

三年(808), 使者金力奇來謝, 又爲其宰相金彦昇·金仲恭·王之弟蘇金添明丐門戟, 詔皆可.”

103) 하대 ‘왕실’의 일원으로서 국왕의 동모 형제들은 ‘왕실’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도 했다. 865년 당나라로부터 銀器를 하사받은 김위홍은 경문왕의 동생이자, 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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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적 사용의 또 다른 예로는 ‘調·別獻物’이 있다. 《日本書紀》

에는 文武王 19년(679)과 神文王 6년(686) 신라가 왜에 金銀鐵鼎, 鏤金

器, 金器 등의 물품을 보냈다고 한다.104) 그 중 주목해야할 부분은 686

년 일본에 金器를 보낸 주체로 신라 조정 이외에 파진찬 金智祥과 대아

찬 金健勳이 존재한다는 점이다.105) 그들이 金器를 전달한 형식은 別獻

物이었다.106) 그런데 《일본서기》내 ‘별헌물’의 예를 검토해 보면, 이를 

사신들에 의한 사적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107) 따라서 위의 사료에서 보

이는 ‘조’와 ‘별헌물’은 모두 신라 조정에서 왜에 보낸 공적 증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交易의 측면을 살펴보자. 〈買新羅物解〉에는 752년 당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신라왕자 김태렴으로부터 구입을 희망한 물품의 

었다. 경문왕대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深源寺 秀澈和尙塔碑〉에는 그가 王家를 

위해 德을 덜어 잘 화합하였다고 적고 있다(“咸通□年 … 時惠成大王, 爲家德損, 於克

諧照”). 한편 헌덕·흥덕왕대의 권력구조를 ‘왕실형제의 권력분점’이라 표현하는 경우

도 있다. 즉 이 시기 ‘왕실’의 형제들은 좁은 범위의 근친혼을 통해 권력구조를 공고

히 하고, 안정적인 정치운영을 추구하였다고 한다(김도헌, 2017〈憲德·興德王代權力

構造의 성격〉,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7쪽).

104) 《日本書紀》卷29, 天武紀 “八年 … 冬十月 … 甲子新羅遣阿湌金項那, 沙湌薩累生

朝貢也. 調物, 金銀鐵鼎·錦·絹布·皮·馬·狗·騾·駱駝之類十餘種. 亦別獻物天皇·皇后·太子, 

貢金銀刀·旗之類各有數. … 朱鳥元年 … 夏四月 … 戊子新羅進調, 從筑紫貢上, 細馬一

匹·騾一頭·犬二狗·鏤金器及金銀·霞錦綾羅·虎豹皮及藥物之類, 幷百餘種. 亦智祥·健勳等

別獻物, 金·銀·霞錦綾羅·金器·屛風·鞍皮絹布·藥物之類, 各六十餘種. 別獻皇后·皇太子及

諸親王等之物, 各有數.”; 이들 기사에서 보이는 신라와 왜의 관계는 마땅히 사료 비판

이 요구되지만, 물품의 내역과 사신의 인명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지 증여가 이루어졌음은 인정할 수 있겠다. 

105) 《日本書紀》卷29, 天武紀 十四年 十一月條, “己巳, 新羅遣波珍湌金智祥·大阿湌金

健勳請政, 仍進調.”

106) 일반적으로 ‘別獻物’은 國信物 이외에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물품의 증여를 의

미하는데, 외교적 성공을 위한 일종의 전략물자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延敏洙, 2003

〈統一期 新羅와 日本關係〉《강좌 한국고대사》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70~272

쪽).

107) 가령 688년 金霜林이 왜에 갔을 때, 그가 일본에 바친 물품의 형식은 크게 ‘調賦’

와 ‘別獻物’, 그리고 개별적 증여임이 분명한 ‘霜林所獻’으로 구분되었다(《日本書紀》

卷30, 持統紀 二年 二月條, “己亥 … 大宰獻新羅調賦, 金·銀·絹布·皮·銅·鐵之類十餘物. 

幷別所獻佛像, 種種彩絹·鳥·馬之類十餘種. 及霜林所獻金·銀·彩色, 種種珍異之物, 幷八

十餘物.”). 즉 사신이 개인적으로 지참함 물품이라 여겨지는 것은 ‘별헌물’이 아니라 

‘霜林所獻’이었다. 만일 ‘별헌물’을 사신이 개별적으로 증여한 물품으로 이해한다면, 

굳이 ‘별헌물’과 ‘霜林所獻’을 구분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 31 -

내역이 적혀 있다. 당시 일본인들은 대체로 신라제 鍮器를 요구하는 편

이었는데,108) 품목 중에는 적은 수량이나마 金鋺 2具가 존재한다. 752

년 사행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신라의 官人이나 商人이 假王子 김태렴을 

내세워 상선을 파견한 것은 아닐까라는 견해가 있다.109) 그러나 752년 

이후 신라와 일본의 외교 마찰 속에서도 김태렴 사건은 지속적으로 언급

되고 있었고, 또 신라의 왕권을 제외하고 그 정도 규모의 상업세력을 상

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보다 타당할 것이다.110) 따라서 〈買新羅物

解〉에서 확인되는 금완 2구 역시 나머지 물품과 마찬가지로 신라 조정

에서 제작하여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111)

  이처럼 신라왕이나 조정이 주체가 되어 금은기가 사용되는 경우, 그러

한 기명들은 과연 어디에서 제작되었을까. 사실 금을 비롯한 귀금속을 

다루는 데에는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토기

나 기와처럼 試製品을 만들 여유가 없다.112) 그리하여 당의 경우도 匠人

들이 금은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鈿鏤之工’이라는 조직에서 4년에 걸

쳐 기술을 연마해야 했다고 한다.113)

108) 당시 신라제 鍮器는 주로 加盤의 형태로 수출되었던 것 같다. 정창원 사하리가반에

서 확인되듯이 加盤이란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는 대접을 포갠 뒤, 맨 바깥쪽 대접에

는 굽을 조성하고 다시 뚜껑을 덮은 형식을 의미한다. 가반은 일찍이 페르시아나 당

에서도 제작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황룡사지와 경주 월성로고분군 가지역 13호분

에서 발견된 바 있다(李蘭暎, 1992 앞 책, 292~294쪽).

109) 東野治之, 1992〈正倉院文書からみた新羅文物〉《遣唐使と正倉院》, 岩波書店, 

122쪽.

110) 윤선태, 1997〈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쯔게(買新羅物解)｣〉《역

사와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57~58쪽.

111) 김창석, 2004《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100쪽; 延敏洙, 2003 

앞 논문, 271쪽; 강은영, 2010〈8세기 중후반 일본의 內政과 對新羅關係의 추이〉

《일본역사연구》31, 일본사학회, 83쪽; 〈매신라물해〉의 물품은 크게 국내산과 외

국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 金이나 鐵, 鋺과 盤과 같은 금속류는 신라제로 추정되고, 

대부분의 향료나 약재, 안료, 염료는 외국산이라 생각된다(김창석, 2013《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92쪽). 특히 金鋺의 경우는 10

세기 초반 일본의 《和名類聚抄》에서 신라의 특산물로 소개하고 있어, 신라 제품이

라고 여겨진다(《和名類聚抄》卷16, 器皿部23, “鈔鑼, 唐韻云鈔鑼(二音与沙羅同, 俗云

沙布羅. 今案或設云, 新羅金椀出新羅國, 後人謂之雜羅者, 新之訛也. 正設未詳) 銅器

也.”).

112) 이한상, 2009《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45~46쪽.

113) 제동방 지음·이정은 옮김, 2012 앞 책, 221쪽 및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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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왕실’의 기명 제작을 담당하였다고 추정되는 관부로는 內省 휘

하의 鐵鍮典, 漆典, 南下所宮(801년 御龍省 소속으로 변동)이 있다.114)

이들 관부는 景德王 때 각기 築冶房, 飾器房, 雜工司로 개칭되는데,115)

명칭만 놓고 본다면 금은기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당의 경우도 

황실의 금은기 제작을 少府 中尙署 金銀作坊院과 少府 掌冶署, 文思院 

세 곳이 담당하였다고 하지만,116) 정작 《唐六典》에는 금은작방원에 대

한 언급 자체가 없고, 장야서에 대해서도 唐代에는 단지 銅과 鐵로 된 

기물만을 주조했다고 적고 있다.117) 이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삼국사

기》직관지에 관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철유전이나 칠전에서 금

은기의 제작도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南下所宮의 경우 경덕왕 때 개칭된 명칭이 잡공사인 것이 유의된

다. 일본 《養老令》의 주석서인 《令義解》에 의하면 8세기 일본의 관

부 중 雜工이라는 용례가 언급되는 곳은 造兵司와 典鑄司이다. 이 중 조

병사가 여러 가지 兵器를 만드는 부서였던 데 비해,118) 전주사는 금·은·

동·철·塗飾·유리·옥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였다.119) 따라서 잡공사라는 표

114) 부여 관북리에서도 금·은을 취급하는 공방시설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금·은 생

산을 위한 제련공정과 순금·은 제품의 제작, 금·은 합금제조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아마도 이 공방은 백제 왕실의 금은제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

설이었을 것이다(박장식, 2009〈부여 관북리 왕경지구 출토 금속관련 유물의 금속학

적 분석을 통한 유적지의 성격추정〉《扶餘 官北里百濟遺跡 發掘報告》Ⅲ,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550~551쪽).

115) 《三國史記》卷39, 雜志8 職官中 “鐵鍮典, 景德王改爲築冶房, 後復故. … 漆典, 景

德王改爲飾器房, 後復故.  … 物藏典, 大舍四人, 史二人. … 南下所宮, 景德王改爲雜工

司, 後復故. 翁一人, 助四人.”; 이외에 《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下와 卷50, 列傳

10 弓裔條에는 궁예가 만든 관부 중에 珠淘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주에는 器物을 

만드는 것을 담당한다(掌造成器物)라고 되어있다.

116) 《新唐書》卷48, 志38 百官3 少府, “中尙署 … 有金銀作坊院. … 掌冶署 … 掌範

鎔金銀銅鐵及塗飾琉璃玉作. 銅鐵人得採, 而官收以稅, 唯鑞官市. 邊州不置鐵冶, 器用所

須, 皆官供. 凡諸冶成器, 上數於少府監, 然後給之.”; 裴庭裕, 《東觀奏記》卷上, “武宗

好長生久視之術, 於大明宮築望仙台, 勢侵天漢. 上始即位, 斥道士趙歸真, 杖殺之, 罷望

仙臺. 大中八年, 復命葺之. 右補闕陳嘏已下抗疏論其事, 立罷修造, 以其院爲文思院.”

117) 《唐六典》卷22, 少府 掌冶署, “掌冶署, 令一人, 正八品上,  監作二人, 從九品下. 掌

冶署令掌, 鑄銅鐵器物之事.[… 隋太府寺統掌冶署, 令二人, 掌金·銀·銅·鐵器之屬, 並管諸冶…]”

118) 《養老令》職員令, “造兵司, 正一人.[掌造雜兵器及工戶戶口名籍事.] 佑一人. 大令史一人. 

少令史一人. 雜工部卄人. 使部十二人. 直丁一人. 雜工戶.”([ ]는 《令義解》의 주석)

119) 《養老令》職員令, “典鑄司, 正一人.[掌造鑄金·銀·銅·鐵, 塗飾, 瑠璃·玉作及工戶戶口名籍事.] 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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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염두에 둘 때, 남하소궁에서도 금·은 등의 수공업품이 생산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12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하대 10건의 금은기 사용례 중 혜통의 

경우를 제외한121) 9건의 사례에는 모두 ‘왕실’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사례의 상당수는 중대에 밀집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대

까지는 신라의 ‘왕실’이 기본적으로 금은기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당에서 8세기 중반 이전까지 금은기를 주로 황실과 궁정

용으로 사용하던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122) 사실 권력이나 지위가 일정

한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능력의 가시적 표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123) 신라에서 금은기는 기본적으로 ‘왕실’의 위세품으로 그러한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한 물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대에도 때때로 하사의 과정을 거쳐 ‘왕실’ 이외의 인물이 금은

기를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려에서도 ‘왕실’ 내 경사라든지,124) 개

국공신 등 유공자,125) 신하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126) 금은기를 하사

一人. 大令史一人. 少令史一人. 雜工部十人. 使部十人. 直丁一人. 雜工戶.”([ ]는 《令義

解》의 주석)

120) 三池賢一, 1972〈新羅內廷官制考(下)〉《朝鮮學報》62, 朝鮮學會, 31쪽.

121) 혜통의 신분과 관련해 《삼국유사》惠通降龍條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서두에서는 혜통의 가계를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말미에 이르러서는 그의 속

명이 尊勝角干이었다는 주장을 ‘或云’의 형태로 언급한 것이다(《三國遺事》卷5, 神呪

6 惠通降龍, “釋惠通氏族未詳, 白衣之時家在南山西麓銀川洞之口. … 或云通俗名尊勝角

干, 角干乃新羅之宰相峻級, 未聞通歷仕之迹.”). 그러나 존승각간의 존재는 교차검증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의 찬자 스스로도 의문을 표하

였다. 다만 혜통의 출가 전 거주지를 部-里가 아닌 남산 서록의 銀川洞이라 한 것으

로 보아 그의 가문이 현달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노중국, 2011〈『삼국유

사』惠通降龍조의 검토〉《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集》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

구소, 35~36쪽). 

122) 제동방 지음·이정은 옮김, 2012 앞 책, 213쪽 및 217쪽.

123) 박진훈, 2007〈사치, 허영 그리고 검약〉《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혜안, 

233쪽.

124) 《高麗史》卷4, 世家4 顯宗 七年 五月條, “乙巳 宮人金氏生王子, 賜名欽, 仍賜延慶

院, 金銀器·匹段, 田莊·奴婢, 鹽盆·魚梁.”

125)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二十七年 六月條, “丙申, 兵馬使奏, 東蕃海賊, 寇東京轄

下波潛部曲, 奪掠民口, 元興鎭都部署軍將, 率戰艦數十艘, 出椒島與戰, 斬十二級, 奪俘

十六人. 王喜, 賜知兵馬事秘書監李成美·領軍都部署將軍廉漢等, 銀藥合各一事, 其餘有

功將吏, 職賞有差.”; 《高麗史》卷92, 列傳5 諸臣 洪儒條, “洪儒, 初名術, 義城府人. 

… 太祖卽位, 詔策推戴功. 以儒·玄慶·崇謙·智謙, 俱爲一等, 賜金銀器·錦·繡綺被褥·綾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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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편적으로 王者는 본인의 지위를 보전하거나 드높

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선물을 해야 했다. 만일 그 자신의 지위에 걸맞

은 접대를 행하지 않을 경우 인색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

다.127) 더욱이 신라를 비롯하여 한국 고대의 국가들은 이른 시기부터 중

국발 사치품의 통제와 재분배를 통해 지배력을 관철시킨 경험이 있었

다.128) 비록 앞선 시대와 동일한 효과가 기대되지는 않았겠지만, 신라 

‘왕실’은 금은기를 분배하는 퍼포먼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129)

  이처럼 중대의 금은기는 기본적으로 신라의 ‘왕실’이 점유했기 때문에 

‘왕실’과 나머지를 구별 짓는 장치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대에 들어 

신라에서는 금은기 금령이 두 차례 반포된다. 특히 〈흥덕왕 교서〉에는 

금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집단에 진골까지 포함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은기 관련 기록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중대에서조차 확인되지 않던 금

은기 금령이 하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

서는 章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布帛.”

126)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元年 五月條, “庚子, 御嘉昌樓賦詩, 令侍臣許慶柳仁

著等十餘人和進, 賜帛有差. 又於樓前, 以銀椀爲的, 命侍從將相角射, 中者賜之.”

127) 질 리포베츠키·엘리에트 루, 유재명 옮김, 2004《사치의 문화》, 문예출판사, 25

쪽; 박진훈, 2007 앞 책, 232~233쪽.

128) 盧泰敦, 1975〈三國時代의「部」에 關한 硏究〉《韓國史論》2, 서울대학교 국사학

과, 12~13쪽; 權五榮, 1988〈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韓國史論》18, 서

울대학교 국사학과, 23~28쪽; 위세품 사여체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한상, 

2009 앞 책, 35~43쪽 참고.

129) 進上品의 예이기는 하나 당에서도 토번이 금은으로 만든 器玩을 바치자 황제가 이

를 신하들에게 내어 보이게 한 경우가 있었다(《舊唐書》卷196上, 列傳146上 吐蕃

上, “開元…二十四年正月, 吐蕃遣使貢方物金銀器玩數百事, 皆形制奇異. 上令列於提象

門外，以示百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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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興德王代 金銀器 禁令의 형성과정과 반포 목적

1. 金銀器 禁令의 형성시기와 배경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에는 사치 금령이 3차례 반포되었다. 이 

중 가장 이른 것은 上代의 일이고, 나머지는 모두 下代의 일이었다.

[C-1] 일성이사금 11년(144) 봄 2월, 下令하기를, “농사는 정치의 근본

이고, 먹는 것은 생각건대 백성의 바탕이다. 여러 州郡에서는 제방을 완

벽하게 수리하고, 田野를 널리 개간하라.”라고 했다. 또 下令하기를, “민

간에서 金·銀·珠·玉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라.”라고 했다.130)

  일성이사금 11년에 반포된 금령은 민간에서 金·銀·珠·玉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당시 함께 내려진 다른 下令에는 

州郡과 같은 후대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사료의 기년에 의심이 든

다.131) 따라서 신라에서 사치 금령으로서 성격이 분명한 것은 하대에 행

해진 〈애장왕 교서〉와 〈흥덕왕 교서〉뿐이라 하겠다. 그리고 양자는 

모두 금은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 〈흥덕왕 교서〉 서두에 등장하는 ‘舊章’이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적어도 흥덕왕 9년(834) 이전 신라사회에 〈흥덕왕 교서〉의 

내용과 유사한 사치 금령이 존재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견해가 있었

다.132) 실제로 〈흥덕왕 교서〉 서두 말미에는 ‘감히 舊章을 좇아(敢率

130)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十一年 春二月條, “下令, 農者政本, 食惟

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 又下令, 禁民間用金銀珠玉.”

131) 일성이사금 11년 봄 2월의 下令에서 확인되는 용어상 오류는 훗날 앞선 시대의 사

료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설사 이 사료의 기년과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일성이사금대는 신라 율령의 개시기라 할 수 있는 중고

기로부터 약 4세기 가량 앞서 있으므로, 해당 금령이 중고기까지 계승되었는지는 분

명치 않다. 

132) 양정석, 2007b 앞 논문, 33~38쪽; 전덕재, 2009《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52쪽; 朴南守, 2011 앞 논문, 442쪽; 채미하, 2013 앞 논문, 305~307쪽; 양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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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章)’라 하여, 교서의 전거가 되는 母法이 ‘舊章’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

다. 만약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흥덕왕 교서〉의 모법은 일단 

‘舊’라고 표현될 정도의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된다.

  하지만 ‘敢率舊章’이라는 어구는 매우 의례적인 표현이다. 《詩經》에

는 ‘率由舊章’이라는 구절이 확인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선왕의 법도

를 좇다’로 이해된다.133) 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문무왕은 보덕왕 

안승에게 자신의 조카를 시집보내며 내린 교서에서, 그러한 행위가 예법

에 맞음을 ‘率順舊章’이라고 표현하였다.134) 그런데 이에 대한 답서격인 

안승의 표문에는 자신이 문무왕의 조카와 혼인하는 것을 堯와 周王의 故

事에 빗대어 설명하였다.135) 이는 앞서 문무왕이 내린 교서의 ‘舊章’을 

안승 나름대로 풀이한 것이므로, 안승이 이해한 ‘구장’ 역시 先王의 法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시대에도 사치 금령의 반포에는 으레 중국 

제왕들의 선례를 언급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의종 22년(1168)에 왕이 

의복과 기명에 대해 사치 금령을 반포하면서, 그 정당성을 周王과 漢帝

의 故事에서 찾은 것은 그 일례다.136) 그런 의미에서 〈흥덕왕 교서〉의 

‘敢率舊章’ 역시 ‘선왕의 법도를 좇아’라는 의미에서 의례적으로 사용된 

표현일 가능성이 크므로 굳이 모법의 시간성을 설명해주는 자료로 받아

2016〈신라인의 의식주 - 주거생활〉《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17, 경상북도문화

재연구원, 78~79쪽.

133) 《詩經集傳》下 卷17, 大雅 生民之什 三之二 假樂, “干祿百福, 子孫千億, 穆穆皇皇, 

宜君宜王, 不愆不忘, 率由舊章. [傳, 賦也. 穆穆, 敬也. 皇皇, 美也. 君, 諸候也. 王, 天子也. 愆, 過. 章, 

先王之禮樂政刑也. 言, 王者干祿而得百福, 故 其子孫之蕃, 至于千億, 適爲天子, 庶爲諸侯, 無不穆穆皇皇以遵先

王之法者.] ([ ]은 朱熹의 주석); 《孟子集註》離婁章句 上, “詩云, 不愆不忘, 率由舊章, 遵先

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

134)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 二十年 春三月條, “下敎書曰, “人倫之本, 夫

婦攸先, 王化之基, 繼嗣爲主. 王鵲巢位曠, 雞鳴在心, 不可久空內輔之儀, 永闕起家之業. 

今良辰吉日, 率順舊章, 以寡人妹女爲伉儷, 王宜共敦心義, 式奉宗祧, 克茂子孫, 永豐盤

石, 豈不盛歟, 豈不美歟.”

135)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 二十年 夏五條, “高句麗王使大將軍延武等上

表曰 … 竊以帝女降嬀, 王姬適齊, 本揚聖德, 匪關凡才. 臣本庸流, 行能無算. 幸逢昌運, 

沐浴聖化, 每荷殊澤, 欲報無堦.”

136) 《高麗史》卷85, 志39 刑法2 禁令, “毅宗, 二十二年三月, 敎曰, 昔周王, 卑服卽康

功, 漢帝, 器不雕鏤, 朕切慕焉. 近見, 內外公私, 奢侈成風, 衣服必用錦繡, 器皿必用金

玉, 甚乖寡人節儉之意. 自今, 內外所司, 痛行禁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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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일 필요는 없다.137)

  한편 ‘구장’이라는 표현에 개의치 않더라도, 신라 중대 금은기 금령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신라는 중대 초기부터 理方府格 60여조를 수

정하는 등 당의 ‘律令格式’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있었다.138) 만일 신라

가 唐의 律令典을 접하였다면, 여기에 근거한 금은기 금령도 실재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중대의 다양한 법령 사료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은기에 대한 금령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간과

할 수 없다. 가령 文武王 4년 함부로 사찰에 施主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

이나,139) 聖德王 4년 9월과 10년 5월에 도살을 금지한 것 등은 中代에 

반포된 금령의 대표적 예이다.140) 이 중 성덕왕대에 내려진 도살에 대한 

금령은 당나라 雜令에서 매해 정월과 5월, 9월 및 十齋日에 도살을 금지

하던 규정의141) 영향을 받아 신라에 새로이 반포된 것이었다. 따라서 성

덕왕 이전 신라에는 법흥왕이 십재일(혹은 육재일)에 살생을 금지한 

것142) 이외에 도살 관련 금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137) 《三國史記》에서 ‘舊章’이라는 표현은 4건이 확인되는데, 〈흥덕왕 교서〉를 제외

한다면 순서대로 무령왕·보장왕·문무왕 본기이다. 이 중 무령왕과 보장왕 본기의 내용

은 《梁書》와 《冊府元龜》의 기록을 轉寫한 것으로, 여기에서 중국 황제는 外夷의 

군장을 책봉하는 것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외교적 수사로 ‘구장’을 운운하였다(《三

國史記》卷26, 百濟本紀4 武寧王 二十一年 十二月條, “高祖詔冊王曰, 行都督百濟諸軍

事鎭東大將軍百濟王餘隆, 守藩海外, 遠修貢職, 迺誠款到, 朕有嘉焉. 宜率舊章, 授玆榮

命, 可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二

年 閏六月條, “唐太宗曰 … 遣使持節備禮冊命, 詔曰, 懷遠之規, 前王令典, 繼世之義, 

列代舊章. 高句麗國王臧, 器懷韶敏, 識宇詳正, 早習禮敎, 德義有聞. 肇承藩業, 誠欵先

著. 宜加爵命, 允玆故實, 可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王.”).

138)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武烈王 元年 夏五月條, “命理方府令良首等, 詳酌

律令, 修定理方府格六十餘條.”;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 二十一年 秋七

月條, “王薨. 謚曰文武. 羣臣以遺言 … 律令格式, 有不便者, 即便改張. 布告遠近, 令知

此意, 主者施行.”

139)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上 四年 秋八月條, “禁人擅以財貨·田地施佛寺.”

140)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四年 秋九月條, “下敎, 禁殺生.”; 十年 夏五月, 

“禁屠殺.”

141) 《唐六典》卷17, 太仆寺, “沙苑監 … [凡屠宰, 國忌廢務日, 立春前後一日, 每月一日·八日·十四日·

十五日·十八日·二十三日·二十四日·二十八日·二十九日·三十日, 每歲正月·五月·九月, 皆罷之.].”; 唐令典에서 도

살에 대한 규정은 송대 《天聖令》을 참고할 때 雜令에 배치되어있었다고 생각된다

(《天聖令》卷30, 雜令, “諸禁屠宰, 正月·五月·九月全禁之 ….”).

142) 《三國遺事》卷1, 王曆, “第二十三法興王, 名原宗, 金氏. … 始行律令, 始行十行日

禁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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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중·하대 당 율령의 도입은 律令典 자체의 전면적인 수용이라기보

다는, 필요에 따라 왕의 敎를 통해 개별 조문이 추가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143) 그러므로 현전하는 중대의 금령 중 금은기에 대한 금령

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이 실제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양로령》에도 唐令을 繼受하였다면 마땅히 존재해

야 할 일부 규제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양로령》의 衣服令

과 營繕令에는 당령과 마찬가지로 의복과 가옥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만, 儀制令에는 수레와 식기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다. 즉 ‘율령국가’를 

이룩하였다고 평가받는 일본조차도 당 율령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었

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6세기 율령 반포 이후 사치 금령, 나아가 금은기

에 대한 최초의 금령은 일단 〈애장왕 교서〉에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애장왕 교서〉의 금은기 금령이 〈흥덕왕 교서〉에 비해 다소 

단순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입법이 거

듭될수록 사회계층을 세분화하고 규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보편

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144)

  그렇다면 금은기에 대한 기록이 가장 밀집되어 있었던 중대에도 확인

되지 않는 금은기 금령이 하대 초에 반포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신라

의 금은기 보유량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중대 신라의 금

은기 보유량은 한정적이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왕실’에 귀속되어 있었

다.145) 즉 ‘왕실’ 이외의 인원이 금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만

큼, 금은기 금령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買新

羅物解〉에서 확인되듯이, 중대 신라를 대표하는 기명은 鍮器였다.146)

143) 洪承佑, 2011 앞 논문, 247쪽.

144) 김민제, 2009〈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법령 새로 해석하기〉《서양사론》101, 한국

서양사학회, 183쪽.

145) 마립간기의 금은기 역시 대부분 황남대총 남·북분, 금관총, 천마총 등 왕릉급 적석

목곽분에서 출토되고 있다(주경미, 2016 앞 논문, 312~319쪽).

146) 신라제 鍮器는 일본 奈良 東大寺의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佐波理

加盤이라 불린다. ‘사하리(さはり)’의 어원을 〈買新羅物解〉에 보이는 신라말 ‘迊羅

(さふら)’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삽라는 삽라→사후라→사라리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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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8세기 중반 이후 돌연 사정이 바뀌었다. 그 진원지는 唐이었

다. 종래 당에서 금은기는 기본적으로 황실의 수요를 위해 제작되었고, 

이를 담당한 부서는 소부감 장야서와 금은작방원이었다. 그런데 安史의 

난(755∼763)을 거치면서, 장안의 工匠과 商人들이 대거 남방으로 이주

하기 시작했고, 당나라 금은기 제작의 중심지 역시 점차 남방으로 이동

하였다.147) 이후 강남지역에서 제작되는 금은기의 수량은 중원을 초월하

였고, 중앙 조정이 오히려 강남의 금은기에 의존하는 형세가 되었다.148)

  특히 이 시기가 되면 강남에는 私營 금은기 공방들이 출현하였다. 사

영 공방의 장인들은 營利를 위해 주문을 받고 판매용 금은기를 생산하며 

생업을 유지하였다.149) 예컨대 浙江省 長興縣 下莘橋 유적에서 출토된 

50여 점의 금은제 식기는 교란이 없었음에도 동일한 물품들이 여러 점 

발견되고, 또 세트를 이루지도 않아 판매용으로 이해되고 있다.150)

  하대 초 금은기 금령의 등장 역시 이러한 당나라 강남 금은기 열풍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151) 특히 8세기 중·후반이 되면 동아시아 해

거쳐 변용되었을 것이라 한다(尹善泰, 1997〈正倉院所藏佐波理加盤附屬文書의 新考

察〉《國史館論叢》74, 국사편찬위원회, 298~301쪽).

147) 賀雲翱·邵磊 主講, 2008 앞 책, 149~151쪽.

148) 《舊唐書》卷174, 列傳124 李德裕, “昭湣皇帝童年纘歷, 頗事奢靡. 即位之年七月

(825)，詔浙西造銀盝子妝具二十事進內. 德裕奏曰 … 金銀不出當州, 皆須外處回市. 去

二月中奉宣令進盝子, 計用銀九千四百余兩. 其時貯備, 都無二三百兩, 乃諸頭收市, 方獲

制造上供. … 今差人於淮南收買, 旋到旋造.”; 《冊府元龜》卷510, 邦計部, “又太和元

年五月己卯, 自淮南節度兼諸道鹽鐵轉運, 進綾絹三萬疋丙戌. 又進銀訊百枚, 銀蓋碗一百

枚, 散碗二千枚, 綾絹各二十萬疋.”

149) 이송란, 2016 앞 논문, 12쪽.

150) 하신교 유적에서는 銀杯 3개, 圓口銀盌 1개, 문양에 일부 鎏金 한 羽觴 1개뿐만 

아니라 은제 국자 2개, 은제 숟가락 27개, 은제 젓가락 15쌍이 출토되었다. 더불어 

은제 비녀 45건도 함께 출토되었는데, 크게 민무늬와 봉황 장식이 된 것으로 구분된

다(夏星南, 1982〈浙江長興縣發現一批唐代銀器〉《文物》1982-11, 文物出版社, 

38~42쪽). 이곳에서 발견된 제품들은 각기 다른 주문자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었다

고 여겨지고 있다(제동방 지음·이정은 옮김, 2012 앞 책, 222쪽).

151) 〈매신라물해〉의 품목 중 향료의 경우는 대부분 중국 남·서부, 동남아시아산으로 

중국 강남, 특히 양주를 경유하여 신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東野治之, 

1977〈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の硏究〉《正倉院文書と木簡の硏究》, 塙書房, 317~323

쪽). 〈매신라물해〉에서 확인되는 향료, 약재, 안료 등의 품목에 대한 개별 연구로는 

박남수, 2009〈752년 金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韓國古代史硏

究》55, 한국고대사학회, 349~378쪽이 참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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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실크로드의 발전152) 및 사무역의 번영에 힘입어 신라 상인들 역시 

당과 신라를 오가며 활동하기 시작한다. 당나라에서 신라인들은 중국 동

부 해안지역을 따라 상업·창고업·운송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는데,153) 그

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곳 중에는 8세기 중반 이후 당나라 강남 금은기 

생산의 주요 거점인 오늘날의 강소성, 절강성이 포함되어 있었다.154) 朱

景玄의 《唐朝名畵錄》周昉條에는 덕종 정원 연간(785~805) 말에 신라

인이 강회지방에서 周昉의 그림을 다량 매입하여 신라로 가지고 갔다고 

하였으며,155) 元稹의 〈白氏長慶集序〉에는 長慶 3년(823)에 平水(지금

의 절강성 鏡湖 근방)에 계림상인이 백거이의 《白氏長慶集》을 구하러 

왔다고 적었다. 특히 백거이의 시집을 구하려 한 신라상인은 “본국 재상

이 매번 百金으로 시 한편을 구하는데, 심하게 위조된 것은 재상이 바로 

가려냅니다.”라고 언급하였다.156) 이는 당에서 활동하는 신라 상인들과 

본국 재상 사이에 일정한 관계망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157)

  상인과 재상들 사이에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것은 진골 일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흥덕왕 교서〉에는 진골 일반에게 금지되고 있

152) 天寶 10년(751) 탈라스 전투에서 당이 패퇴하면서 서역에서 당의 위신은 크게 실

추되었다. 게다가 뒤이어 발발한 안사의 난으로 安西鎭의 국경 수비대가 장안으로 이

동한 틈을 타, 토번이 河西의 隴右를 점령하고, 위구르가 알타이 일대를 차지하자 드

디어 당은 서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육상 실크로드는 단절되었다(許在全, 2005

〈7~10 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과 경제 문화교류〉《海神, 글로벌 전략가 장보고 

세미나 발표자료집》, 한국무역협회·해상왕장보고 기념사업회·삼성경제연구소, 3~4

쪽).

153) 권덕영, 2003〈在唐 新羅人의 綜合的 考察〉《역사와 경계》48, 경남사학회, 30

쪽.

154) 江蘇省 鎭江市 丹徒區 丁卯橋와 浙江省 長興縣 下莘橋에서는 각기 960여점과 100

여점의 금·은 제품이 발견되었다(丹徒县文教局·镇江博物馆, 1982〈江苏丹徒丁卯桥出

土唐代银器窖藏〉《文物》1982-11, 文物出版社, 16쪽; 夏星南, 1982 앞 논문, 38

쪽).

155) 《唐朝名畵錄》｢周昉｣, “貞元末, 新羅國有人於江淮, 以善價收市數十卷, 持往彼國, 

畵佛像眞仙人物士女, 皆神品也.”

156) 《全唐文》卷653, ｢白氏長慶集序｣, “予嚐於平水市中, … 又雞林賈人求市頗切, 自云

本國宰相每以一金換一篇, 其甚僞者, 宰相輒能辨別之.”

157) 朴現圭, 2009〈浙東 平水에서 鷄林鬻詩와 신라상인의 교역활동〉《新羅文化》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9~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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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瑟瑟鈿과 玳瑁 등 다양한 사치품이 확인되는 바, 그 중 상당수는 중

국 서부·남해 지역을 원산지로 하고 있다.158) 이들 사치품은 강남지역을 

경유하여 신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진골 일반의 기용에 허

락되었던 재료 중 鍮石에 대해 807년 唐僧 慧琳은 《一切經音義》을 저

술하면서 “偷石(鍮石)은 금의 종류이다. 銅보다 精하며, 金 다음 가는 것

으로 … 외국에서 산출된다.”고 했다.159) 여기서 외국이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160) 唐人들과 페르시아 상인들 사이의 교류는 주로 楊洲와 

廣州를 통해 이루어졌다.161)

  이처럼 신라의 진골 일반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외무역에 관여

하고 있었다. 여기에 중·하대 신라인들이 장생을 희구하였음을 고려한다

면,162) 진골 일반이 강남일대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금은기를 신라로 반

입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163) 820년대에 침몰되었다고 알려진 

158) 〈흥덕왕 교서〉에 등장하는 사치품에 대한 개별 고증은 李龍範, 1969〈三國史記

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李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私學論叢》, 新丘文化社, 

95~102쪽; 신숙, 2017〈신라 興德王 敎書에 보이는 공예 장식과 국제교역〉《韓國

古代史探究》25, 한국고대사탐구회, 324~328쪽이 참고 된다.

159) 《大正新脩大正藏經》第54冊 ｢一切經音義｣ 卷15, “案偷石者金之類也. 精於銅, 次於

金, … 出外國也.”; 한편 신라의 鍮石 제품과 관련해서는 불국사 서탑에서 발견된 동

환 2점(국보 제126-7호)이 주목된다. 이 동환은 비파괴 성분분석 결과 구리(75%)+

아연(22%)+납(2%)으로 이루어져있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리+아연 합금은 鍮

石 즉, 황동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1038)｣에는 重修 과정

에서 수습된 신라시대 물목 중 ‘鍮中二’가 확인되고 있다. 아마도 이 ‘鍮中二’는 동환 

2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유혜선, 2009〈금속제 사리장엄구 재질 분석〉

《불국사 석가탑 유물》4 보존처리·분석, 국립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115~116

쪽).

160) 김민수, 2018 앞 논문, 5~8쪽.

161) 許在全, 2005 앞 논문, 8쪽; 당나라 양주·소주·항주 일대는 재당신라인과 아랍인의 

거류지가 중첩되는 곳이었다. 아마도 재당 신라인들은 아랍인들이 가져온 교역품을 

중계하여 신라와 일본에 공급하였을 것이다(김창석, 2013 앞 책, 249쪽). 

162) 〈鳳林寺 眞鏡大師塔碑〉에는 진경대사의 부친인 盃相이 松喬를 흠모하였다고 적

고 있다. 여기서 松喬는 赤松子와 王之喬를 의미하는데 모두 장수한 신선들이다(南東

信, 1992〈鳳林寺 眞鏡大師塔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籍開發硏究員, 

215쪽, 각주 27번 참고). 한편 金可記 역시 신라인으로 당에서 신선술을 익힌 인물이

었다. 中國 西安 子午谷에서 출토된 〈金可記 磨崖石刻〉에는 김가기가 鍊形服氣를 

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도사의 수행법을 의미한다. 김가기는 이후에도 수행을 

거듭하여, 마침내 大中 12년(858)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고 전한다(閔庚三, 2001

〈중국 西安발견 新羅人 金可記史蹟碑 연구〉《中國語文論叢》21, 中國語文硏究會, 

366~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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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벨리퉁 난파선의 금은기는 당나라 내지의 금은기들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아마도 이 기명들은 양주의 당나라 장인들이 제작하여 

아랍으로 전해지던 도중에 수몰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164) 신라인 역시 

이와 유사한 유통망을 통해 금은기를 수입했을 것이다.165)

[그림 3] 한반도 출토 五花形 銅器

* 왼쪽부터 黃海道 平山 山城里 출토 五花形 銅盤,166) 忠淸南道 扶餘 扶蘇山 출토 

五花形 銅盌.167)

  실제로 이 시기 당나라 금은기의 기형이 신라로 유입된 예가 존재한

다. 황해도 평산에서 출토된 五花形 銅盤이나 부여 부소산에서 출토된 

163) 〈흥덕왕릉비편〉에는 ‘□貿易之人問□’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해당 상인의 국적

이라든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왕의 비문에까지 상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당시 신라사회에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164) J.Keith Wilson·Michael Flecker, 2010 “Dating the Belitung Shipwreck” 

SHIPWRECKED, Arthur M.Sackler Gallery·Smithsonian, pp.36~37; Qi Dongfang, 

2010 “Gold and Silver Wares on the Belitung Shipwreck” SHIPWRECKED,
Arthur M.Sackler Gallery·Smithsonian, pp.221~227.

165) 당 전기까지 황제가 관여하던 교역 통제권은 안사의 난 이후 상당 부분은 변경 절

도사에게 위임되었다(鄭炳俊, 2011〈唐·新羅交流史에서 본 新羅求法僧〉《中國史硏

究》75, 중국사학회, 69쪽). 물론 당 후기에도 율령에서 금지한 품목의 경우 황제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교역이 이루어진 예가 있었다(鄭炳俊, 2009〈押新羅渤海兩蕃

使와 張保皐의 對唐交易〉《中國古中世史硏究》21, 중국고중세사학회, 370~372쪽). 

다만 당 關市令에서 일찍부터 교역 금지 품목으로 정해졌던 金·銀이나 綾과 같은 고

급 직물이 사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에게 유출되는 경우는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서도 확인되고 있다(《唐律疏議》卷8, 衞禁下 齎禁物私度關, “【律文】 若私家之物, 

禁約不合度關而私度者, 減三等. 【疏】 議曰, 依關市令, 錦·綾·羅·縠·紬·綿·絹·絲·布·犛

牛尾·眞珠·金·銀·鐵, 並不得度西邊·北邊諸關及至緣邊諸州興易.”;《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會昌五年 五月, “李侍御送路物少. 吳綾十疋·檀香木一·檀龕像兩種·和香一瓷甁·銀五

股拔折羅一·氊帽兩頂·銀字金剛經一卷[見內裏物也]·軟鞋一量·錢二貫文數在別紙也.”).

166)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2016 앞 책, 219쪽.

167) 李蘭暎, 1992 앞 책,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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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花形 銅盌은168) 중국에서 유사한 기형이 金·銀의 재질로 출토되고 있

다.

[그림 4] 중국 출토 花形 金銀器

* 왼쪽부터 中國 陝西省 法門寺 출토 鎏金銀碟, 陝西省 耀縣 背陰村 출토 敬晦銘 

鎏金銀盤,169)  陝西省 藍田楊家溝村 출토 李杆銘 鎏金銀盤.170)

  특히 섬서성 일원에서 출토되고 있는 9세기 전반의 금은기 중 敬晦銘 

鎏金銀盤 및 李杆銘 鎏金銀盤은 唐代 절서 및 영남도에서 제작되어 장안

으로 진상된 것이었다.171)

168) 부소산에서 출토된 五花形 銅盌은 일제가 부여신궁을 조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부여신궁은 오늘날 부소산 三忠祠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삼충사 앞 표토

층에서는 ‘會昌七年丁卯年末印’이라고 적힌 기와가 발견되었다(申光燮, 1996〈扶蘇山

城 - 廢寺址發掘調査報告(1980年)〉《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文化財硏究所, 

131쪽). 회창은 당 武宗의 연호로, 회창 7년은 847년이다.

169) 刘炜·段国强 主编, 2012 앞 책, 115쪽.

170) 齊東方, 1999 앞 책, 60쪽.

171) 敬晦銘 鎏金銀盤에는 ‘鹽鐵使臣敬晦進十二’라는 명문이 적혀있는데, 《신당서》에 

따르면 경회는 대중 연간(847~859)에 제도염철전운사, 절서관찰사였다고 한다(《新

唐書》卷177, 列傳102 敬晦, “大中中歷, 御史中丞, 刑部侍郎, 諸道鹽鐵轉運使, 浙西觀

察使.”). 한편 李杆銘 鎏金銀盤에는 ‘桂管臣李杆進’이라는 명문이 적혀있는데, 桂管은 

桂管經略使를 지칭하는 것으로, 치소는 계주에 있고 영남도에 속해 있었다(齊東方, 

1999 앞 책, 190쪽). 또한 기형은 다르지만 중국 서안 碑林區 西北工業大學에서 출

토된 李勉銘 鎏金銀盤에는 ‘朝議大夫, 使持節, 都督洪州諸軍事, 守洪州刺史, 兼御史中

丞, 充江南西道觀察處置都團練守捉及莫徭等使, 賜紫金魚袋, 臣李勉奉進’이라는 명문이 

적혀있었다. 《신당서》에 의하면 이면은 당 代宗 廣德 2년(764)으로부터 大歷 2년

(767)까지 홍주자사, 강남서도 관찰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고 한다. 홍주는 오늘날의 

강서성 南昌市로, 이 기명은 당대 홍주 지방관부 수공업 공방에서 제작되어 황제에게 

바쳐진 제품이라고 여겨진다(시안시문물보호고고학연구소 엮음·중국문물전문번역팀 

옮김, 2015 앞 책,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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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강남과 한반도 서해안 일원 사이에 교통로가 일찍부터 존재했었

던 것을 고려한다면, 평산과 부여에서 발견된 五花形 銅器 역시 강남지

역에서 직접 유입되었거나, 강남의 금은기를 모방하여 제작되었다고 생

각된다.

  특히 하대 초 평산과 중국 강남 사이의 교통로가 성립되어 있었던 정

황은 《高麗史》序文 高麗世系에 인용된 閔漬의 《編年綱目》에서도 확

인되고 있다.172) 민지는 《碧巖錄》 등의 禪錄을 인용하면서, 9세기 전

반 당나라 宣宗이 제위에 오르기 이전에 양주에서 商船을 타고 바다를 

건너 황해도 일원으로 건너왔다는 일화를 언급하였다.173) 비록 고려 ‘왕

실’의 세계와 관련된 전승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宣宗의 渡海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고려사》편찬에까

지 인용되었던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고려 초에도 강남과 예

성강 사이의 왕래는 지속적으로 행해졌다.174) 이렇게 볼 때 강남 지역의 

금은기 생산의 확대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五花形 銅器 사이의 관련성

을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한편 완제품으로서 금은기의 수입 이외에도 8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

172) 조이옥, 2001〈8세기 신라의 북방개척과 북방진출의 역사적 성격〉《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200쪽; 朴南守, 2013〈신라 浿江鎭典의 정비와 漢州 西

北境의 郡縣 설치〉《東國史學》5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72쪽.

173) 《高麗史》卷1, 高麗世系 作帝建, “唐肅宗皇帝潛邸時, 欲遍遊山川, 以明皇天寶十二

載癸巳春, 涉海到浿江西浦. 方潮退, 江渚泥淖, 從官取舟中錢, 布之, 乃登岸. 後名其浦

爲錢浦.[閔漬編年綱目, 引碧巖等禪錄云, 宣宗年十三, 當穆宗朝, 戱登御床, 作揖群臣勢, 

穆宗子武宗心忌. 及武宗卽位, 宣宗遇害於宮中, 絶而後蘇, 潛出遠遁, 周遊天下, 備嘗險

阻. 塩官安禪師黙識龍顔, 待遇特厚, 留塩官最久. 又宣宗嘗爲光王, 光卽楊州屬郡, 塩官

杭州屬縣, 皆接東海, 爲商船往來之地方. 當懼禍, 猶恐藏之不深, 故以遊覽山水爲名, 隨

商船渡海. 時唐史未撰, 於唐室之事, 無由得詳. 但聞肅宗宣皇帝時, 有祿山之亂, 未聞宣

宗遭亂出奔之事, 誤以宣宗皇帝, 爲肅宗宣皇帝云. 又世傳, 忠宣王在元, 有翰林學士從王

遊者. 謂王曰, 嘗聞王之先出於唐肅宗, 何所據耶. 肅宗自幼未嘗出閤, 祿山之亂, 卽位靈

武, 何時東遊, 至有子乎. 王大慚不能對, 閔漬從旁對曰, 此我國史誤書耳. 非肅宗, 乃宣

宗也. 學士曰, 若宣宗, 久勞于外, 庶或然也.]”

174) 《高麗史》卷1, 世家1 太祖十一年 八月條, “新羅僧洪慶, 自唐閩府, 航載大藏經一部, 

至禮成江, 王親迎之, 置于帝釋院.”; 《宣和奉使高麗圖經》卷34, 海道1, “宣和四年壬寅

春三月, 詔遣給事中路允迪中書舍人傅墨卿, 充國信使副, 往高麗. … 十六日戊辰神舟發

明州. 十九日辛未, 達定海縣 … 舊傳海舶, 望是山, 則知其爲定海也. 故以招寶名之. 自

此方謂之出海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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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진 금·은 원료의 유통도 진골 일반의 금은기 향

유에 일조했을 것이다. 중대까지는 신라에서 금·은 원료를 ‘왕실’이 통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翰苑》에 인용된 

《高驪記》에 의하면 고구려인들은 銀山의 은을 캐서 國用으로 사용하였

다고 했고,175) 《唐六典》과 《養老令》에서도 금은을 발견할 경우 모두 

국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176) 신라 역시 효소왕대 新村人 

美肹이 금을 주어다 바치자 南邊第一의 관직을 내렸다고 하는데,177) 중

대 신라의 왕권이 금·은의 채광권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

된다.

  그런데 天平 21년(749) 일본에서는 陸奧 지역을 중심으로 금이 채굴

되기 시작한다. 이후 9세기 초가 되면 일본의 金銀이 신라로 유입되는 

양상이 확인되는데,178) 당시 대일외교에는 신라의 진골 재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만큼,179) 그들이 사적으로 구한 금·은 원료를 금은

기로 가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골 일반의 금은기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삼국유사》皇龍寺鍾條의 

‘匠人里上宅下典’이란 구절이 참고된다.180) 즉 景德王 13년(754) 왕명으

로 황룡사종을 주조하였는데, 이 때 주조를 담당했던 장인이 신라 금입

택의 하나였던 里上宅의 下典이었던 것이다.181) 《삼국사기》직관지에 

175) 《翰苑》蕃夷部 高麗, “高驪記云, 銀山在安市東北百餘里, 有數百家, 採之以供國用

也.”

176) 《唐六典》卷30, 三府督護州縣官吏 士曹司士參軍條註, “凡知山澤有異寶, 異木及金·

玉·銅·鐵·彩色雜物處堪供國用者, 奏聞.”; 《養老令》雜令, “凡知山澤有異寶, 異木及金

玉銀彩色雜物處, 堪供國用者, 皆申太政官奏聞.”

177)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孝昭王 八年, “新村人美肹得黄金一枚, 重百分. 獻之, 

授位南邊第一, 賜租一百石.”

178) 李侑珍, 2010〈唐 後期, 金銀과 東亞細亞交易〉《中國學論叢》27, 고려대학교 중

국학연구소, 415~420쪽.

179) 윤선태, 1997 앞 논문, 63~64쪽; 延敏洙, 2003 앞 논문, 274~276쪽; 구효선, 

2006〈신라 중대 대일외교와 재상〉《白山學報》75, 白山學會, 245~246쪽.

180) 《三國遺事》卷3, 塔像4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 “新羅第三十五景德大王以

天寳十三甲午鑄皇龍寺鍾, 長一丈三寸, 厚九寸, 入重四十九万七千五百八十一斤. 施主孝

貞伊王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 肅宗朝重成新鍾, 長六尺八寸.”

181) 725년(성덕왕 24년)에 제작된 上院寺鐘銘에도 “照南毛匠仕□大舍”라는 부분이 명

문이 새겨져 있다. 이 가운데 毛를 宅으로 읽어 照南宅을 금입택의 하나로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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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하전은 壁典과 莿園典의 하급관리였다. 그들은 비록 ‘下典’이라는 

관직을 지녔지만 家臣的 성격의 예속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진

골의 가택에 人身的으로 예속된 것처럼 서술되었을 것이다.182) 중대 

말~하대 초 진골 일반이 금은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면, 이와 같이 

그들 자신에게 귀속되었던 장인들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기왕에 신라 ‘왕실’에 의해 독점되던 금은기는 중대 말~하대 초에 이

르러 중국 강남지역의 금은기 및 金·銀 원료의 유입으로 진골 일반에까

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흥덕왕 교서〉에 따르면 진골의 기용에는 金·

銀과 鍍金은 금지되고 있는 데 반해, 鍍銀은 허락되고 있다. 이는 중대 

말에서 하대 초에 이르러 금은기의 사용집단에 일정한 변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신라 최초의 금은기 금령이 하대 초 애장왕 대에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물론 그것이 사치 금령의 형태로 발생한 데

에는 애장왕대의 율령 찬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183) 하대 

초 더 이상 금은기가 ‘왕실’과 진골 일반을 ‘구별짓기’하는 기물이 될 수 

없게 되자, 신라 ‘왕실’은 금은기 금령이라는 율령적 강제를 동원하였던 

것이다. 

도 한다. 하지만 탁본을 볼 때 毛를 宅으로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더욱이 조남택은 

《三國遺事》卷1, 紀異1 辰韓條의 이른바 금입택 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

서 현재로서는 금입택에 관등 소지 장인이 예속된 경우는 ‘匠人里上宅下典’이 유일하

다고 생각된다.

182) 朴南守, 1995 앞 책, 103~104 및 279쪽; 李成市는 이들 집단이 일차적으로는 國

家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금입택에서 종사하는 양속성을 띠었다고 보았

다. 특히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할 경우 이들 집단은 ‘私匠’이라 지칭할 수 있다고 하

였다(李成市, 1997《東アジアの王権と交易》, 靑木書店, 67~71쪽). 

183) 〈애장왕 교서〉가 반포되기 바로 전 해인 애장왕 6년(805)에 신라에는 公式 20

여조가 반포되었다(《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六年 秋八月條, “頒示公式

二十餘條.”). 또한 《삼국사기》직관지에 의하면 애장왕대에 이르러 位和府와 成典의 

장·차관 명칭은 앞서 衿荷臣·上堂과 같은 신라 고유의 명칭에서 令·卿과 같은 중국식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전한다(《三國史記》卷38, 雜志7 職官上, “四天王寺成典 … 衿

荷臣一人, 景德王改爲監令, 惠恭王復稱衿荷臣, 哀莊王又改爲合. 位自大阿湌至角干爲

之.”). 만일 관직명을 雅化하였다면 그 변경된 내용은 신라 율령에도 수정·반영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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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金銀器 禁令의 추이와 唐令

  앞서 살펴봤듯이 806년 반포된 〈애장왕 교서〉는 신라 최초의 금은

기 금령이었다. 그런데 이 금령은 규제의 대상을 사찰에 두고 있었다.

[D-1] 애장왕 7년(806) 봄 3월 … 下敎하기를, “새로이 佛寺를 창건하

는 것을 금하고, 오직 修葺만을 허락한다. 또 錦繡로 佛事를 하는 것과, 

金銀으로 器用을 삼는 것을 금한다. 마땅히 해당 관사로 하여금, 널리 알

려 시행토록 하라.”고 하였다.184)

  〈애장왕 교서〉는 금은기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佛寺를 창건하는 

것, 비단으로 佛事를 하는 것도 함께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 오직 기와

의 修葺만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볼 때 사찰을 重創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러한 금령의 시행은 당시 사찰의 사치 풍조가 사회

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185) 실제로 중·하대

의 사찰들은 그들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莊舍를 세우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知莊을 별도로 두기도 하였다.186) 《삼국유사》에 의하면 

성덕왕 4년(705) 오대산의 眞如院은 柴地 15결과 밤나무 밭 6결 등에 

장사를 세운 바 있고,187) 9세기 초 중엽 溟洲의 世逵寺는 㮈李郡(영월)

에 장사를 세우고 승려 調信을 지장으로 삼아 관리하였다고 한다.188) 이

러한 사찰의 경제력을 고려했을 때, 당시 사찰이 보유하였던 금은기는 

184)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七年 春三月條, “下敎, 禁新創佛寺, 唯許修

葺.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宜令所司, 普告施行.”

185) 중·하대 佛寺 창건의 주요 주체가 진골이었음을 고려하여, 〈애장왕 교서〉의 규제 

대상을 진골로 상정하기도 한다(이민주, 2018〈애장왕대 ‘新創佛寺’ 금지령과 그 의

미〉,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5쪽). 

186) 이기동, 1996〈신라 하대의 사회변화〉《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54쪽.

187) 《三國遺事》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 “以神龍元年乙巳三月, 初四日始改創眞如院 

… 自院西行六千步至牟尼岾古伊峴外, 柴地十五結, 栗枝六結, 坐位二結, 創置莊舍焉.”

188) 《三國遺事》卷3, 塔像4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昔新羅爲京師時, 有世逵寺之莊

舍在溟州㮈李郡. 本寺遺僧調信爲知莊. 信到莊上悅守金昕公之女惑之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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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이나 진골 일반에 의한 시주 이외에 鑄造匠과 細工匠과 같은 僧匠

을189) 통해 제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분명 〈애장왕 교서〉는 율령 반포 이후 최초의 금은기 금령으로서 상

징성을 띠며, 금과 은이라는 특정 귀금속으로 기용을 삼는 것을 금지한

다는 내용은 훗날 〈흥덕왕 교서〉의 금은기 금령 찬수에 부분적으로나

마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장왕 교서〉는 규제의 대상을 어디까

지나 사찰에 한정시켰고, 특히 骨品이라는 일정한 기준으로 규제를 세분

화한 〈흥덕왕 교서〉와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애장왕 교서〉로부

터 섣불리 신분이나 계층 문제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애장왕 

교서〉의 금은기 규제는 사찰을 대상으로 반포된 사치 금령으로서, 〈흥

덕왕 교서〉의 금은기 규제가 반포되기 이전까지 효력을 발휘하였다고 

추정된다.

  興德王 9년(834)에 내려진 〈흥덕왕 교서〉의 금은기 금령은 〈애장

왕 교서〉와 비교해 훨씬 정교해진 양상이다.

[D-2] 흥덕왕 즉위 9년 태화 8년(834년), 下敎하기를 “사람에게는 상하

가 있고, 지위에는 존비가 있으니, 명칭과 법례가 같지 않고, 의복 또한 

다르다. 습속이 점차 각박해지고, 백성들은 사치와 호화로움을 다투며, 

다만 기이한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토산품의 비야함을 경시하니, 예

는 점점 핍참함에 빠지고, 풍속은 쇠락해짐에 이르렀다. 감히 舊章을 좇

아 명령을 내리니 만약 故意로 지키지 않는다면 진실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器用. 眞骨은 金·銀 및 鍍金을 금한다. 육

두품과 오두품은 금·은 및 도금·은을 금하고, … 사두품에서 백성에 이르

기까지는 金·銀·鍮石, 朱裏平文物을 금하고, … 外眞村主는 五品과 같고, 

次村主는 四品과 같다.190)

189) 僧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朴南守, 1995 앞 책, 243~244쪽을 참고.

190)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車騎·器用·屋舍條, “興德王即位九年, 太和八年, 下敎

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 却

嫌土産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固有常刑. 

… 器用. 眞骨. 禁金·銀及鍍金. 六頭·五頭品. 禁金·銀及鍍金·銀 … 四頭品至百姓. 禁金·

銀·鍮石·朱裏平文物 … 外眞村主, 與五品同. 次村主, 與四品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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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에는 〈흥덕왕 교서〉 반포 이후 금은기에 대한 금령이 별도로 확

인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흥덕왕 교서〉의 기용 항목이 

신라 금은기 금령의 마지막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보다 정교화된 〈흥

덕왕 교서〉의 금은기 금령이 형성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흥덕왕 교서〉의 母法에 대한 추구라고

도 할 수 있다.

  〈흥덕왕 교서〉는 《삼국사기》잡지 色服·車騎·器用·屋舍條 전반에 걸

쳐 서술되고 있다. 이 중 色服과 車騎條 사이에 존재하는 고구려와 백제

의 색복 기사는 후에 追記된 것으로, 《삼국사기》의 찬자가 車騎條 글 

머리에 굳이 新羅라는 세주를 단 것은 신라의 내용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당초 《삼국사기》의 찬자는 雜志에 중

국 정사의 輿服志와 같은 항목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관련 사료의 미비

로 결국 〈흥덕왕 교서〉를 통째로 잡지에 싣고 고구려와 백제의 색복 

기사를 일부 추가하였던 것이다. 신라의 금령 중 유독 흥덕왕대 사치 금

령이 本紀에 입전되지 않은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흥덕왕 교서〉는 크게 ① 금령의 취지, ② 刑罰에 대한 언급, ③ 일

정한 기준에 입각해 구분된 색복·거기·기용·옥사의 세칙, ④ 부칙(外眞村

主, 與五品同. 次村主, 與四品同.)으로 구분된다. 이를 토대로 〈흥덕왕 

교서〉와 유사한 주변국의 사치 금령을 찾아보도록 하자. 물론 이 중 ④

의 경우는 골품제라는 신라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조항이므로 논외로 치

도록 한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天武 10년(681) 2월 倭는 《淨御原

令》의 편찬을 개시하면서, 禁式 92조를 제정한 바 있다. 그 내용은 ‘親

王 이하 庶民에 이르기까지, 의복에 착용하는 金銀·珠玉·紫錦·繡綾 및 氈

褥·冠帶, 아울러 色을 쓰는 데 각각 차등을 두라는 것’이었다.191) 금식 

191)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十年 二月條, “庚子朔, 甲子, 天皇皇后共居于大極殿, 

以喚親王·諸王及諸臣, 詔之曰, 朕今更欲定律令, 改法式, 故俱修是事. 然頓就是務, 公事

有闕, 分人應行. … 辛丑, 立禁式九十二條. 因以詔之曰, 親王以下至于庶民, 諸所服用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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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조의 대상이 親王에서 庶民에 이르는 점은 〈흥덕왕 교서〉가 규제 

대상을 진골부터 백성까지 상정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세칙에서 단지 

색복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흥덕왕 교서〉와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당의 경우를 살펴보자. 당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의복령·의제

령·영선령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와 별개로 

사치 금령은 수시로 반포되었다. 

[E-1] 황제께서 풍속이 사치하다고 하여, 가을 7월 을미에 制하기를, 

“乘輿와 衣服, 金銀으로 된 器玩(감상용 그릇) 등은 마땅히 유사로 하여

금 녹여 軍國을 운용하는 데 사용하게 하고, 珠玉과 錦繡는 御殿 앞에서 

불태워 버려라. 后妃 이하는 모두 珠玉과 錦繡를 입지 말라.”라고 하였

다. 戊戌에 勅하시기를 “百官은 帶 및 酒器, 말 재갈과 등자를 사용하는

데, 三品 이상은 玉으로, 四品은 金으로, 五品은 銀으로 장식하는 것을 

허락하니, 그 나머지 관료는 모두 금지한다. 부인의 복식은 남편이나 아

들을 좇는다.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錦繡는, 검게 염색하는 것을 허락한

다. 이제부터 누구도 다시는 珠玉을 캐거나, 錦繡 등의 물건을 직조하지 

말라. 이를 어기는 자는 杖 1백, 工人은 減一等한다. 兩京의 織錦坊을 파

하라.”라고 하였다.192)

  당 현종 개원 2년(714)의 사치 금령은 금령의 취지, 처벌의 문제가 모

두 드러나고 있고, 세칙 역시 관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외형적인 면

에서는 〈흥덕왕 교서〉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주거에 대한 내

銀·珠玉·紫錦·繡綾及氈褥·冠帶·幷種種雜色之類, 服用各有差. 辭具有詔書.”

192) 《資治通鑑》卷211, 唐紀27 玄宗 開元二年, “上以風俗奢靡, 秋七月乙未, 制, 乘輿

服御·金銀器玩, 宜令有司銷毀, 以供軍國之用, 其珠玉·錦繡, 焚於殿前. 后妃以下, 皆毋得

服珠玉錦繡. 戊戌, 敕, 百官所服帶及酒器·馬銜·鐙, 三品以上, 聽飾以玉, 四品以金, 五品

以銀, 自餘皆禁之. 婦人服飾從其夫·子. 其舊成錦繡, 聽染爲皁. 自今天下更毋得采珠玉, 

織錦繡等物. 違者杖一百, 工人減一等, 罷兩京織錦坊.” 開元 2년 현종의 사치 금령은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이 모두 전하고 있지만, 시기와 조칙의 내용은 

약간씩 다르다. 가장 자세한 것은 《자치통감》이며, 《구당서》는 주로 분묘에 대한 

금령을 다루고 있다. 한편 《신당서》에는 관련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데, 다만 2년 7월 戊戌의 금령에서 器玩에 刻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하나 더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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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없고, 또 규제의 대상에 백성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흥덕왕 교

서〉와 다르다.

  이에 비해 태화 연간에 내려진 문종의 칙(이하 〈儉素令〉193))에는 

834년 〈흥덕왕 교서〉와 시간적으로도 가깝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유사

한 부분이 많다. 문종의 〈검소령〉은 태화 원년으로부터 3년·6년·7년에 

걸쳐 4차례 시행되었는데, 그 상세 내역은 《唐會要》卷311 雜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2] 太和 元年(827) 5월 勅을 내리기를, “衣服, 車乘, 器用, 宮室의 사

치와 검소에 대한 제도가 근일 자못 어긋났으니, 마땅히 儀制令에 준해야 

하며, 品秩과 勳勞는 다시 지금 적절한 바에 맞추어 간략하게 하고, 등급

을 가린 뒤 중서문하에 보내어 참작하여 아뢰라.” 3년 9월 칙을 내리기

를, “兩軍·諸司·內官은 紗縠綾羅 등을 의복으로 입지 못하게 하라.” 6년 

6월 칙을 내리기를, “여러 관사의 제도, 조건 등을 상세히 헤아리게 했

다. 禮部式. 親王 및 3품 이상은 二王後(北周·隋의 苗裔)와 같이 복색으로 

자색을 쓴다. … 流外官 및 庶人은 복색으로 黃色을 쓰고, 동과 철로 장

식한다. … 부인들의 치마는 5폭 이상 할 수 없고, 치마가 바닥에 끌리는 

부분은 3촌 이상 할 수 없다.” … 또 아뢰기를, “부인들이 쪽(髻)과 장식

을 높이하고, 눈썹을 없애고 이마를 열어젖히는 것은, 風俗을 심히 어그

러트리고, 常儀를 자못 파괴하는 것입니다. 金銀을 써서 지나치게 머리 

장식하는 일을 금할 것을 아울러 청합니다.”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營繕令에 준하여, 王公 이하는 舍屋에 重栱과 藻井을 시설할 수 없게 하

소서.”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 諸部曲·客女·奴婢은 絁紬絹布를 입

는데, 색은 黃白으로 통용하고, 청동과 철로 장식하게 하소서. 객녀와 노

비는 靑碧色을 아울러 입게 하소서. … 나머지는 令式과 衣服, 車乘, 器

用, 宮室 등에 대한 법규에 의거하게 하소서.”라 하였다. … 7년 8월 9일 

193) 당 문종의 사치규제는 일반적으로 儉素令(武田幸男, 1975b 앞 논문, 317~318쪽) 

내지 儉朴令(梁正錫, 2007a 앞 논문, 20쪽)으로 부르곤 한다. 여기서는 문종의 성품

이 검소하고, 화려한 것을 싫어했다고 한 《구당서》의 표현을 좇아 〈검소령〉이라 

하였다(《舊唐書》卷17下, 本紀17下 文宗下 大和 三年 秋九月條, “帝性儉素不喜華

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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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내렸으니, “금년 10월부터 冬裘 입은 후에는, 그 衣服·輿馬는 아울

러 마땅히 태화 6년 6월 17일 칙의 처분에 준하라. 만일 진실로 제도를 

어긴다면, 9품 이상은 형을 가중 처벌하여 내쫓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벼슬이 없는 경우에는 5년 동안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194)

  문종의 〈검소령〉에는 금령의 취지와 量刑에 대한 규정도 기재되어 

있다. 특히 가장 상세한 세칙이 언급되고 있는 태화 6년 6월 칙에는 규

제의 대상이 親王 및 관품 소지자, 서민, 심지어 부곡과 노비에 이르며, 

일부 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

되는 부분은 원년과 6년의 칙의 경우 세칙의 순서가 衣服·車乘·器用·宮

室로 〈흥덕왕 교서〉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195) 따라서 〈흥덕왕 

교서〉의 시행에는 당 문종의 〈검소령〉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196)

  그런데 문종의 〈검소령〉에는 기명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분명 태화 

원년과 6년의 〈검소령〉에는 器用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지만, 세칙

이 상세히 기술된 의복·거승·궁실 항목과 달리 기명에 대한 규제가 확인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검소령〉에서 말하는 기용이 기명이 아닐 가

능성은 있다. 실제로 〈검소령〉의 거승과 궁실 항목 사이에는 여성의 

194) 《唐會要》卷311, 雜錄, “太和元年五月敕. 衣服車乘, 器用宮室, 侈儉之制, 近日頗

差. 宜準儀制令, 品秩勳勞, 仍約今時所宜, 撰等級, 送中書門下參酌奏聞. 三年九月敕. 

兩軍·諸司·內官, 不得著紗縠綾羅等衣服. 六年六月勒, 詳度諸司制度條件等. 禮部式. 親

王及三品已上, 若二王後, 服色用紫. … 流外官及庶人, 服色用黃, 飾以銅鐵. … 婦人制

裙, 不得闊五幅已上, 裙條曳地, 不得長三寸已上. … 又奏, 婦人高髻險妝, 去眉開額, 甚

乖風俗, 頗壞常儀. 費用金銀, 過爲首飾, 並請禁斷. … 又奏, 准營繕令, 王公已下, 舍屋

不得施重栱藻井. … 又奏 … 諸部曲客女奴婢, 服絁紬絹布, 色通用黃白, 飾以銅鐵. 客女

及婢, 通服靑碧 … 餘請依令式. 又制度衣服車乘器用宮室等. … 七年八月九日敕, 今年

十月, 服冬裘後, 其衣服輿馬, 並宜準太和六年六月十七日敕處分. 如固違制度, 九品已上, 

量加黜責. 其布衣, 五年不得選擧.”

195) 武田幸男, 1975b 앞 논문, 315~318쪽.

196) 〈흥덕왕 교서〉의 편목구성을 당·일본의 令 편목순서와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흥덕왕 교서〉의 편목구성은《당율소의》, 《영의해》, 《당육전》보다도 《唐會

要》雜錄에 언급된 문종의 〈검소령〉과 유사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양식에 

있어서도 〈흥덕왕 교서〉의 옥사조는 문종의 〈검소령〉내 영선에 대한 기술과 가장 

흡사하다고 한다(양정석, 2007b〈營繕令을 통해 본 �三國史記� 屋舍條〉《韓國史學

報》28, 고려사학회, 2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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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장식(高髻)이나 빗 등의 물품에 대한 조항이 짧게나마 명시되어 있

다. 혹 당 문종 〈검소령〉의 器用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신라의 器用은 주로 기명을 의미했다. 따

라서 신라 금은기 금령은 〈검소령〉이외의 자료를 추가로 참고하였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당령에서 食器에 대한 규제는 의제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E-3] 【律文】 무릇 집, 수레, 의복, 器物 및 분묘, 石獸 등을 만드는데 

令을 어긴 자는 장형 100대에 처한다. 비록 사면령이 내려지더라도, 모

두 고쳐 없애게 한다. 【疏】… 집을 짓는 경우 營繕令에 … 수레의 경우

는 儀制令에 … 의복의 경우는 衣服令에 … 器物의 경우는 “1품 이하는 

食器로 純金이나 純玉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 이와 같은 것들은 

令文에 갖추어져 있다. 만약 어긴 자는 각각 장형 100대에 처한다. 비록 

사면령이 내리더라도 모두 제거하게 하고 분묘만은 고치지 않는다. 

….197)

[E-4] 神龍 2년(706) 9월 儀制令. 무릇 1품 이하는 食器로 渾金이나, 渾

玉을 사용할 수 없고, 6품 이하는 渾銀을 사용할 수 없다.198)

  당대의 율령 편찬은 약 27차례 이상 이루어졌다.199) 대부분의 법전이 

이미 유실된 상태에서 문종의 〈검소령〉이 참고한 의제령의 食器 규제

를 복원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그나마 현전하는 《당율소의》舍宅車

服器物違令 항목과 《당회요》권311 잡록에 언급된 신룡 2년(706) 의제

197) 《唐律疏議》卷26, 雜律上 舍宅車服器物違令, “【律文】 諸營造舍宅·車·服·器物及墳

塋·石獸之屬, 於令有違者, 杖一百. 雖會赦, 皆令改去之. 墳則不改. 【疏】 議曰 … 營

造舍宅者, 依營繕令 … 車者, 儀制令 … 服者, 衣服令 … 器物者, 一品以下, 食器不得

用純金·純玉. … 此等之類, 具在令文. 若有違者, 各杖一百. 雖會赦, 皆令除去, 唯墳不

改.”

198) 《唐會要》卷311, 雜錄, “神龍二年九月, 儀制令. 諸一品已下, 食器不得用渾金·玉, 

六品已下, 不得用渾銀.”

199) 禹成旼, 2007〈唐代 法典編纂組織의 變化像에 관한 고찰〉《中國古中世史硏究》

18, 중국고중세사학회, 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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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는 食器에 대한 규정이 일부 남아 있다. 이 중 《당율소의》는 당 

高宗 永徽 4년(653)에 長孫無忌 등에 의해 편찬된 중국 最古의 법률 해

석서로, 그 내용의 기반이 되는 律은 651년에 반포된 ‘永徽律’이라고 여

겨진다.200) 그렇다면 자연 여기에 인용된 의제령 역시 영휘 연간에 통용

되고 있었던 당령이라 할 수 있다.

  《당율소의》에 남아 있는 식기 규정은 1품 이하가 食器로 純金이나 

純玉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그 이하의 규정에 대해 疏議는 의제

령을 직접 찾아보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다행히 6품 이하의 규정

은 《당회요》권311 잡록 신룡 2년 의제령에 남아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당 의제령의 食器 규정은 “1품 이하는 純金·玉을 禁하고, 6품 이하

는 純銀을 禁한다.”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룡 2년에 이르러 純이라

는 글자가 渾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渾은 금속과 같이 쓰일 때 純의 의

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201) 기본적으로 양자는 동일한 법규를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202) 당 율령을 계승한 송 율령에서도 기용에 대한 규

200) 물론 현전하는 《당율소의》에는 中宗, 武后, 玄宗에 대해 避諱한 예가 있고, 돈황

에서 발견된 《律疏》殘卷 중에도 ‘開元二十五年六月二十七日, 知刊定, 中散大夫御使

中丞上柱國, 臣王敬從 … 開國縣男, 李林補.’라 하여 개원 연간에 ‘刊定’이 있었던 정

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일본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당율소의》는 ‘영휘율’이 아닌 

‘개원 25년율’에 대한 疏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仁井田陞는 《唐令拾遺》

에서 당령을 복원하는 데 《당율소의》를 참고할 경우 일괄 ‘개원율’로 서술하였다(仁

井田陞, 1933《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학자 楊廷福의 

반론 이후 근래에는 다시 ‘영휘율’ 설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로 개원 연간에

는 국부적인 수정 및 誤字 등에 관한 교감만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파악되고 있다. 

《당율소의》가 ‘영휘율소’인가 ‘개월율소’인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金鐸敏·任

大熙 主編, 1994《譯註 唐律疏議》Ⅰ, 한국법제연구원, 19~24쪽이 참고 된다.

201) 《元史》卷166, 列傳53 隋世昌, “鍛渾鐵爲槍, 重四十餘斤.”

202) 渾의 字義 중에는 濁이 있으므로, 渾을 鍍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송나라 蘇頌의 《蘇魏公集》卷24, ｢賜西南蕃龍以利等進奉勅書｣에는 “渾金鍍銀腰帶”라 

하여 渾金이 鍍銀을 행하는 요대의 바탕이 되는 재질로 되어있다. 한편 송나라 句延

慶의 《錦里耆舊傳》卷2에서는 梁이 後唐에게 보낸 通聘書에 “金花渾銀裹龍龍鳳儀注

槍四條, 金花銀裹龍鳳儀注槍四十條”라 하여 동일한 기물임에도 銀보다 渾銀을 앞서 

서술한 예가 확인된다. 또한 송나라 李燾의 《續資治通鑒長編》에는 “丁丑, 三佛齊國

王室離疊華, 遣使 … 舊制蕃國使入貢, 賜以間金塗銀帶, 時特以渾金塗帶賜之.”라 하여 

틈에 금칠을 하는 間金 보다 渾金이 가치가 높은 것처럼 적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

으로 보건대, 渾金은 純金과 통하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874년 제작 된 

和平門外 출토 雙層蓮瓣銀茶托에는 “大中十四年八月造成渾金塗茶拓子一枚金銀共重拾

兩捌錢參字”라는 명문이 적혀 있는데 해당 차탁이 은에다가 금을 입힌 것임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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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不得用純金純玉’이라 되어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203)

  〈흥덕왕 교서〉의 금은기 금령은 문종의 〈검소령〉에 자극받고, 세

칙에 있어서는 당 율령전을 직접 참고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 내용을 온

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가령 당의 의제령은 관품에 따라 純金과 

純玉, 純銀으로 식기를 제작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였지만, 〈흥덕왕 교

서〉의 기용 규제에는 순금과 순은은 물론, 鍍金과 鍍銀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용에 금이나 은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흥덕왕 교서〉는 당의 의제령보다 엄격한 법령이었다. 

또한 규제에 있어 신라에서는 규제의 순서가 金-銀-鍮石-朱裏平文物인 

데 반해, 당은 金·玉-銀이었다. 이는 신라인과 당인들의 玉에 대한 선호

도, 그리고 기호가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 興德王代 金銀器 禁令 반포의 의미

  당나라 〈검소령〉의 반포는 문종 개인의 성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자치통감》은 문종의 성품을 특별히 검소하다고 적고 있으며, 

여가시간에는 단지 書史 읽는 것을 즐길 뿐, 음악이나 오락, 놀이나 사

냥에 관심이 없었다고 전한다. 심지어 문종은 駙馬의 선발에도 청렴함을 

고려하던 인물이었다.204)

다면, 渾金塗茶拓은 순금을 칠한 차탁이라 풀이된다. 그런데 근래 한국에 번역·소개된 

중국 금은기 관련 서적에서는 渾金을 ‘제련하지 않은 금’이라 풀이하기도 했다(시안시

문물보호고고학연구소 엮음·중국문물전문번역팀 옮김, 2015 앞 책, 13쪽). 이는 璞玉

渾金(다듬지 않은 玉과 정련하지 않은 金)이라는 용례를 참고한 것 같은데, 다만 ‘제

련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는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純과 

의미가 통한다.

203) 《刑統》卷26, 雜律75 營造舍宅車服違令, “【律文】… 諸營造舍宅·車·服·器物及墳

塋·石獸之屬, 於令有違者, 杖一百. … 【議曰】 … 器物者, 一品以下, 食器不得用純金

純玉.”; 《慶元條法事類》卷3, 儀制令, “諸品家之官, 非經恩賜, 不得以純金玉, 爲須食

器.”

204) 《資治通鑑》卷244, 唐紀60 文宗 太和 三年條, “上性儉素, 九月, 辛巳, 命中尉以下

毋得衣紗縠綾羅. 聽朝之暇, 惟以書史自娛, 聲樂游畋未嘗留意. 附馬韋處仁嘗著夾羅巾, 



- 56 -

  흥덕왕 역시 ‘速富之術’을 유포하던 妖人을 左道라고 규정짓고, 그를 

유배시킨 바 있었다.205) 妖人의 등장은 당시 신라의 지방사회에서 경제

적 부에 대한 선망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상업 활동을 통

해 새로운 부가 창출되고 있었던 상황을 짐작케 한다.206) 사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의 편중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가 

사치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207) 그러한 상황에

서 흥덕왕이 ‘속부지술’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唐 문

종의 〈검소령〉입안에 적잖이 공감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흥덕왕 교서〉가 〈검소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흥

덕왕 교서〉의 반포를 흥덕왕 개인 성품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 더구

나 당 문종의 〈검소령〉은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불만이 팽배했고 

장안에서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

던 흥덕왕이 굳이 〈검소령〉을 참고하여 새로운 사치 금령을 신라에 구

현시키려 한 데에는 별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신라의 사치 금령은 모두 교서의 형태로 반포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서

는 정치·사회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내려지던 명령체계였다.208) 본 절에

서는 흥덕왕이 금은기 금령을 반포하였던 목적과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흥덕왕이 금은기 금령을 반포한 목적으로는 우선 경제적 요인을 언급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흥덕왕 교서〉가 반포

되기 이전에 다수의 災異가 발생하였다고 전한다. 興德王 2년(827) 여름 

上謂曰朕慕卿門地清素, 故有選尙. 如此巾服, 聽其他貴戚爲之, 卿不須爾.”

205)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興德王 三年 夏四月條, “漢山州瓢川縣妖人, 自言有

速富之術, 衆人頗惑之. 王聞之曰, 執左道以惑衆者刑之, 先王之法也. 投畀其人遠㠀.”

206) 김창석, 2004 앞 책, 215쪽.

207) 송기호, 2008〈사치풍조〉《대한토목학회지》56, 대한토목학회, 63쪽.

208) 《고려사》형법지에서도 다수의 사치 금령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편년기

사 항목에 배치되어 있다. 《고려사》형법지에서 무편년기사 항목의 금령은 금지되어

야 할 원칙을 율문의 형식으로 적은 것으로, 편년기사 항목의 금령은 필요에 따라 수

시로 내려진 일종의 ‘수시령’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김난옥, 2011〈�高麗史� 형법지 

禁令 편목의 내용과 성격〉《韓國史學報》44, 고려사학회,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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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서리가 내린 것을 시작으로, 828년·831년·832년·834년에 재이가 

발생하였다. 재이에 대해 초기에는 侍中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나, 832년 이후에는 왕이 직접 조회를 폐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

이며, 죄수를 사면하는 행보를 취하였다. 재이가 절정에 이르던 833년 

여름에는 왕이 친히 시조묘에 배알하였다.209) 흥덕왕은 재위 2년에 이미 

神宮에 親祀한 바 있었으므로, 시조묘에 재차 배알한 것은 매우 이례적

인 처사였다.210) 따라서 834년 반포된 금은기 금령은 재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긴축책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해 겨울 10월에 왕이 州郡

을 순수하며 백성을 무휼했다는 기록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211) 사실 재이와 사치 금령이 연동되는 현상은 여러 시기에 

확인되고 있다. 가령 연대는 믿기 힘드나《삼국사기》일성이사금조에서 

보이는 金·銀·珠·玉의 사용 금지 정책은 ‘農者政本’의 기치 아래 이루어

진 제방 수리, 농지 개간 정책과 연동되어 실시되었다. 또한 714년 봄, 

당 현종은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어 백성이 굶주리자 名山大川에 제사

지내고, 가짜 승려 이만여 명을 환속시키기는 정책을 펼쳤는데,212) 곧이

어 7월에 사치 금령을 반포한 바 있다. 

  그런데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의 입안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치부하기

엔 주저되는 면이 있다. 정작 〈흥덕왕 교서〉에는 금령 반포의 대전제

로 尊卑와 上下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신분제 사회에서 사치

209)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興德王, “二年 … 春正月, 親祀神宮. … 夏五月, 降

霜. 秋八月, 太白晝見. 京都大旱, 侍中永恭退. 三年春正月, 大阿湌金祐徵爲侍中. … 三

月, 雪深三尺. … 六年春正月, 地震, 侍中祐徵免, 伊湌允芬爲侍中. … 七年, 春夏旱, 赤

地. 王避正殿, 减常膳, 赦內外獄囚. 秋七月乃雨. 八月, 飢荒, 盜賊遍起. 冬十月, 王命使

安撫之. 八年春, 國內大飢. 夏四月, 王謁始祖廟. 冬十月, 桃李再華, 民多疫死. 十一月, 

侍中允芬退. 九年春正月, 祐徵復爲侍中. … 冬十月ㅡ 巡幸國南州郡, 存問耆老及鰥寡孤

獨, 賜穀布有差.”

210) 일반적으로 한국 고대의 시조묘 제사는 즉위의례인 동시에 농경제의의 성격을 띠

고 있었다(나희라, 2003《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100~101쪽). 흥덕왕 재위 

8년에 이루어진 시조묘 배알은 후자의 목적이 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211) 梁正錫, 2007a 앞 논문, 19~20쪽.

212) 《舊唐書》卷8, 本紀8　玄宗上 開元二年 春正月條，“關中自去秋至於是月不雨, 人多

饑乏, 遣使賑給. 制求直諫昌言弘益政理者. 名山大川, 並令祈祭. 丙寅, 紫微令姚崇上言

請檢責天下僧尼, 以僞濫還俗者二萬餘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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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신분에 걸맞지 않은 소비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기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낮은 자에게는 사치가 되지만, 높은 자에게는 사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분수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는 分限論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사상이었다.213) 따라서 여러 요인에 대

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흥덕왕 교서〉 반포의 1차적 요인은 

일단 分限을 공고히 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종의 〈검소령〉이 한창 진행 중이던 太和 7년(833),214) 당에

서는 분수에 어긋난 사치가 國難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지의 글이 저술

되고 있어 주목된다.

[F-1] 또 《守論》을 지었다. … (나의) 어리석은 말이다. “大曆·貞元 사

이에는 마침 이 때문에 禍가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성 수십에 千百

의 병졸이 있으면, 조정에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법과 제도를 느슨

히 하였다. 이에 거만하게 보고, 크게 소리치고, 스스로 가문을 이루고, 

제도를 파괴하고, 법을 깎아내리고, 높이고 사치부리기를 다투어도, 天子

는 위엄을 기른다며 문책하지 아니하고, 有司는 편안함을 지킨다며 꾸짖

지 않았다. 王侯의 지위에 다다른 이들은 월록을 받았고, 覲聘하지 아니

하여도 종종 궤장을 내려 그들을 부축하였고, 반역자의 자식이나 오랑캐

의 후손이라도 황제의 자식을 그들에게 시집보내니, 장식을 치장하고 채

213) 具兌勳, 2011〈17세기 후기 일본사회와 사치금령〉《日本學報》87, 한국일본학회, 

243쪽.

214) 〈守論〉은 당나라 두목의 저술로 《자치통감》이외에 그의 문집인 《樊川集》이

나 《新唐書》藩鎭魏傳에도 실려있다. 《자치통감》은 833년 문종 태화 7년조에 杜

牧의 저작으로 〈罪言〉·〈原十六衛〉·〈戰論〉·〈守論〉·〈註孫子序〉을 함께 언급하

였다. 물론 양《唐書》杜牧傳이나 그의 문집인 《樊川集》에는 〈守論〉등의 저술연

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있지 않지만, 《通鑑節要》에는 〈죄언〉을 여전히 태화 7년

조에 삽입시켜놓았고, 명나라 때 王錫爵의 《歷代名臣奏疏》에도 〈죄언〉과 〈전

론〉이 당 문종 태화 7년에 서술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송나라 廖瑩中은 당나라 

韓愈의 글을 집주하여 〈東雅堂昌黎集注〉를 펴냈는데, 이 중 ‘守戒’라는 항목에 “公

(한유)의 말은 太和 연간 杜牧이 지은 守論이 증험하니 또한 공의 뜻이 미친 것이

다.”라고 주를 달았다(《東雅堂昌黎集注》卷12, 雜著, “守戒, 唐自安史之後 … 公之

言, 驗太和間杜牧作守論, 亦公遺意歟.”). 당에서 태화라는 연호는 9년 동안 사용되었

으므로, 적어도 《자치통감》에 제시된 태화 7년의 기년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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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함에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었다. 이에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병사

는 더욱 강성해지니, 참람하게 모방하는 것이 더욱 심해지고, 사치하는 

마음은 더욱 창성하게 되었다. 이에 토지와 전택, 名器를 나누어 가짐이 

거의 다했는데 도적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끝에 다다름이 없어서, 드디

어 名을 어지럽히고, 號를 흐트러트림에 있어, 혹은 황제를 혹은 왕이라 

하며 자립하기를 맹세하였는데도, 담담해 할 뿐 두려워하지 않고, 병사를 

내보내 사방을 약탈하며 원하는 바를 배불리 하였던 것이다. … 대체로 

사람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바라는 바가 많아지고, 바라지만 얻지 못하

면 화를 내고, 화내면 다툼과 혼란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이에 집에

서는 볼기를 치고, 나라에서는 형벌을 내리고, 천하에서는 정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그 바라는 바를 억제시킴으로써, 다툼을 막는 것이다.”215)

  杜牧은 〈守論〉이라는 글을 통해 代宗·德宗代 일어났던 반란들은 결

국 분수를 모르고 사치를 부린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논단하며, 특히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정에서는 매를 때리고, 국가적으로는 형벌

을 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두목은 사치를 바라는 인간의 본성을 법률

로써 제어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수론〉이 저술된 해는 

〈흥덕왕 교서〉가 반포되기 바로 1년 전에 해당한다. 흥덕왕이 실제로 

두목의 〈수론〉을 접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흥덕왕대 신라와 당

나라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가 존재했음을 고려한다면,216) 당

215) 《資治通鑑》卷244, 唐紀60 文宗 太和 七年條, “又作守論 … 愚曰. 大曆, 貞元之

間, 適以此爲禍也. 當是之時, 有城數十, 千百卒夫, 則朝廷別待之, 貸以法度. 於是乎闊

視大言, 自樹一家, 破制削法, 角爲尊奢, 天子養威而不問, 有司守恬而不呵. 王侯通爵, 

越祿受之, 覲聘不來, 幾杖扶之, 逆息虜胤, 皇子嬪之, 裝緣采飾, 無不備之. 是以地益廣, 

兵益强, 僭擬益甚, 侈心益昌. 於是土田名器, 分劃殆盡, 而賊夫貪心, 未及畔岸, 遂有淫

名越號, 或帝或王, 盟詛自立, 恬淡不畏, 走兵四略以飽其志者也. … 大抵生人油然多欲, 

欲而不得則怒, 怒則爭亂隨之. 是以教笞於家, 刑罰於國, 征伐於天下, 此所以裁其欲而塞

其爭也.”

216) 당시 신라와 당의 교섭기사는 《삼국사기》, 양《당서》, 《책부원귀》, 《당회

요》를 참고했을 때 태화 원년(827)으로부터 5년(831)까지 매년 확인되고 있다. 또한 

僖康王 2년(837년) 도당 신라유학생의 수가 216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唐會要》卷

36, 附學讀書, “開成…二年…又新羅差入朝宿衛王子, 並准舊例, 割留習業學生, 並及先

住學生等, 共二百十六人.”), 사료에 드러나지 않는 인적 교류의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당시 신라와 당 사이에 사적 왕래가 존재했던 예는 《入唐求法巡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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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식인 사이에 존재하던 사치와 국난을 연결짓는 관념이 신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흥덕왕은 앞서 ‘김헌창의 난’을 경험한 바 있다. 그는 헌덕왕 

14년 봄 정월에 副君이 되어 월지궁에 거처하게 되었는데, 불과 2개월 

뒤에 김헌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

으킨 것이었다.217) 당시 김헌창은 웅천주를 중심으로 새로이 開國建元

하였는데, 이는 매우 참람된 행위였다. 

  이처럼 흥덕왕은 왕위계승권자의 위치에서 진골 일반의 도전을 몸소 

경험하였다. 따라서 흥덕왕이 보다 엄격한 사치 금령을 신라에 구현시킨 

것은 ‘왕실’에 대한 도전을 애초에 차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

다.218) 이 때 가장 고려되었을 부분은 역시 진골 일반에 대한 ‘왕실’의 

우월성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흥덕왕 교서〉의 규제 대상에는 진골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신라 

중·하대 ‘왕실’이 기본적으로 진골이었음을 고려할 때 매우 파격적인 조

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상 〈흥덕왕 교서〉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진골은 ‘왕실’을 제외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흥

덕왕 교서〉 색복조에서는 眞骨大等과 眞骨女에게 금지되는 복색으로 

‘赭黄’이 언급되고 있다.219) 자황색은 당의 경우 황제의 복색이었다. 

行記》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며(《入唐求法巡禮行記》卷4, 唐宣宗 大中元

年 六月條, “九日. 淂蘓州舩上唐人江長新羅人金子白· 欽良暉· 金珎㝳書云, “五月十一

日従蘓州松江口發泩日夲國.”), 9세기 후반의 예이긴 하나 《삼국사기》年表에서도 그

러한 정황이 확인된다. 연표에는 ‘始爲中國改年號’라든지, ‘知中國改年號’라 하여 신라

에서 중국의 연호가 바뀌었음을 뒤늦게 알고 수정하였다는 기사가 여럿 확인되는데, 

이는 《삼국사기》신라본기나 중국 측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신라인들은 

공적인 측면 이외의 교류에서 중국의 연호 개정의 정보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217)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十四年條, “春正月, 以母弟秀宗爲副君, 入月

池宫, 三月, 熊川州都督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反叛, 國號長安, 䢖元慶雲元年. 脅武珍·

完山·菁·沙伐四州都督, 國原·西原·金官仕臣及諸郡縣守令, 以爲己屬. 菁州都督向榮, 脫

身走推火郡, 漢山·牛頭·歃良·浿江·北原等, 先知憲昌逆謀, 舉兵自守. … 憲昌知不免自死, 

從者斷首與身各藏. 及城䧟, 得其身於古塚誅之, 戮宗族·黨與凢二百三十九人, 縦其民.”

218) 武田幸男, 1975a 앞 논문, 207쪽.

219)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 “眞骨大等, … 表衣半臂袴並禁罽繡錦羅 … 眞骨女, 

表衣禁罽繡錦羅, 內衣半臂袴襪履並禁罽繡羅, … 九色禁赭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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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唐書》輿服志에 의하면 당은 高祖 武德 연간에 들어서 隋의 제도를 

좇아 천자의 常服을 黃色으로 삼았는데, 후에 점점 赤黃色을 사용하여 

마침내 민간에서 적황색의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특히 唐 太宗 貞

觀 연간 이후 황제들은 元日과 冬至의 조회나 대제사가 아니면 대부분 

常服만을 입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적황색은 명실상부 황제의 복색이 

되었다.220)

  고려의 경우도 《高麗史》輿服志에 의하면 국초에는 왕이 조회를 받

을 때 柘黃袍를 입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복지 서문에는 태조 때 일이 

많고, 초창이라 신라의 구습을 따랐다고 했으므로,221) 왕의 복색이 자황

색이었던 전통은 신라시대로까지 소급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흥덕왕 

교서〉에서 진골에게 금지되던 사치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집단으로서 

‘왕실’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흥덕왕 교서〉에는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로움을 일삼고, 다

만 기이한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해 토산품을 경시한다고 적고 있다. 비

록 백성을 표면에 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교서 반포 이전 외국산 사

치품을 일차적으로 향유하였던 신분은 진골이었다. 〈흥덕왕 교서〉를 

통틀어 규제 품목 중 玉과 瑟瑟이 진골의 규제 항목에서만 나타나고 있

는 것은 그 일례로, 결국 〈흥덕왕 교서〉는 사실상 진골 일반을 표적으

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222) 그런 의미에서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은 하

대 초 ‘왕실’과 동일하게 금은기를 향유하려 한 진골 일반에 대한 규제

이자, ‘구별짓기’라 할 수 있다. 흥덕왕은 신분별 사용가능한 사치품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왕실’의 우월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려 했던 것이

다.

220) 《舊唐書》卷45, 志25 輿服, “其常服，赤黃袍衫 … 自貞觀已後, 非元日·冬至受朝及

大祭祀, 皆常服而己. … 武德初，因隋舊制，天子宴服，亦名常服，唯以黃袍及衫，後漸

用赤黃，遂禁士庶不得以赤黃爲衣服雜飾.”

221) 《高麗史》卷72, 志26 輿服1, “高麗太祖開國, 事多草創, 因用羅舊, 光宗, 始定百官

公服. … 視朝之服. 國初制, 用柘黃袍.”; 視朝之服條에서 말하는 國初를 光宗대로 보기

는 힘들다. 광종 대에는 단지 백관의 공복만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222) 武田幸男, 1975a 앞 논문, 130~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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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대의 개창자들은 스스로 奈勿王의 후예를 자처했지만, 선덕왕과 원

성왕은 중대 ‘왕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 하대에도 왕

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무열왕계 진골과 근본적인 차이도, 독자적으로 

가계를 이루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23) 그렇다고 해서 ‘성골’ 관념과 같

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고려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224) 혈통의 문제

에서 ‘왕실’이 진골 일반과 차이를 갖지 않는 이상, 하대의 ‘왕실’이 주

목한 것은 율령적 강제였고 〈흥덕왕 교서〉는 그러한 배경에서 탄생하

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흥덕왕 자신은 일찍이 율령 찬수에 관여한 경험이 있었다. 그가 

시중으로 재임하였던 哀莊王 6년(805)에는 公式 20여 조가 반포되었고, 

이듬해 〈애장왕 교서〉가 반포되었다. 흥덕왕은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금은기 금령 반포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흥덕

왕이 율령 수찬에 참여한 모습은 그의 치세기간인 829년에도 확인되는

데,225) 그의 율령적 소양은 사후 자신의 碑銘에도 ‘格式是皆’라는 명문

으로 반영되었다.226)

  하지만 흥덕왕이 의도하였던 ‘왕실’의 범주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

다. 비록 《신당서》신라전에서 왕족인 ‘제1골’ 남녀의 자식은 모두 ‘제

1골’이라는 구절이 있지만, 모집단인 왕족 남녀 자체를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의 경우 《唐六典》宗正寺에서 9묘의 자손과 오

복친으로 皇親으로 설정하고 있고,227) 일본의 경우는 《養老令》에서 

223) 이재환, 2015 앞 논문, 50~55쪽 및 70~73쪽.

224) 金基興, 1999〈新羅의 聖骨〉《歷史學報》164, 역사학회, 61~62쪽.

225) 《三國史記》卷38, 雜志7 職官上, “執事省, 本名稟主[或云祖主]. 眞德王五年改爲執事

部, 興德王四年, 又改爲省.”

226) 李基東, 1991 앞 논문, 124쪽.

227) 《唐六典》卷16, 宗正寺, “卿一人，從三品 … 宗正卿之職, 掌皇九族, 六親之屬籍, 

以別昭穆之序, 紀親疏之列, 並領崇玄署, 少卿為之貳. 九廟之子孫, 其族五十有九 … 凡

皇周親, 皇后父母爲第一等, 準三品, 皇大功親, 皇小功尊屬, 太皇太后, 皇太后, 皇後周

親爲第二等, 準四品, 皇小功親, 皇緦麻尊屬, 太皇太后, 皇太后, 皇后大功親爲第三等, 

準五品, 皇緦麻親爲第四等, 皇袒免親, 太皇太后小功卑屬, 皇太后, 皇后緦麻親及舅母, 

姨夫爲第五等, 並準六品. 其籍如州縣之法. 凡大祭祀及冊命, 朝會之禮, 皇親, 諸親應陪

位豫會者, 則爲之簿書, 以申司封. 若皇親爲王公, 子孫應襲封者, 亦如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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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제·황자를 친왕이라 하고, 그로부터 4세까지만 皇親에 해당한다고 

하였다.228) 그러나 신라에서는 五服親이나 친왕제가 존재했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성주사 낭혜화상탑비〉에서 景文王 11년(871) 

당시 ‘왕실’의 불교행사에 王과 君夫人(王妃), 世子, 太弟(王弟), 公子, 公

孫들이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229) 하대의 ‘왕실’이 왕을 중

심으로 소수의 친족집단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할 수는 있다.230)

한편 이러한 ‘왕실’의 범주는 흥덕왕이 최초 고안했기보다는 그 이전에

도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무열왕 본기의 ‘百濟王及王族’이

라는 구절은 의자왕 본기에서 ‘王及太子孝·王子泰·隆·演’로 표기되고 있

어,231) 중대인들이 인식한 ‘왕실’ 및 ‘왕족’ 개념 역시 극히 제한적이었

음을 알 수 있다. 또 《삼국사기》 성덕왕 본기에서 보이는 ‘王族志滿’

은 《冊府元龜》에서 조카로 표기되기도 하였다.232)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하대 ‘왕실’을 왕과 왕비, 왕의 지친으로 비정하는 정도가 유효한 해

석이라고 생각된다.233)

228) 《養老令》繼嗣令, “凡皇兄弟皇子, 皆爲親王. 女帝子亦同. 以外竝爲諸王. 自親王五

世, 雖得王名, 不在皇親之限.”

229) “及見先大王冕服拜爲師, 君夫人, 世子, 旣太弟相國追奉尊諡惠成大王, 群公子公孫, 

環仰如一, 一如古伽藍繢壁面, 寫出西方諸國長侍勃陀樣式.” 崔鉛植, 1992〈聖住寺 朗

慧和尙塔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籍開發硏究員, 110쪽.

230) 武田幸男, 1975a 앞 논문, 133~134쪽; 서의식, 2010a〈9세기 말의 ‘得難’과 그 

성립 과정〉《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576~578쪽.

231) 《三國史記》의자왕 본기의 ‘王及太子孝·王子泰·隆·演’ 구절은 양 《唐書》와 유사

하다. 《舊唐書》卷199上, 列傳149上 東夷 百濟, “顯慶五年, 命左衛大將軍蘇定方統兵

討之, 大破其國. 虜義慈及太子隆·小王孝·演·僞將五十八人等送於京師, 上責而宥之.”; 

《新唐書》卷220, 列傳145 東夷 百濟, “定方令士超堞立幟, 泰開門降, 定方執義慈·隆

及小王孝·演·酋長五十八人送京師.”

232)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二十九年 春二月條, “遣王族志滿朝唐.”; 《冊

府元龜》 卷975, 外臣部 褒異2, “(開元) 十八年 … 二月, 甲戌, 新羅國王金興光, 遣姪

志滿, 獻小馬五疋 ….”; 《삼국사기》에는 헌안왕이 從孫 경문왕을 王族이라고 표현한 

예나, 경순왕이 ‘王族弟金傅’라 지칭된 예가 추가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은 훗날 왕

이 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왕족’이라고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33) 중대 ‘왕실’의 개념과 범위가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무열왕을 정점으로 하는 친

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모든 친족을 왕족으로 대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리하여 혜공왕대에 이르면 4촌 범위 정도로 축소되어 근친혼을 행하

던 至親들만이 ‘제1골’로서 왕족을 이루었다고 한다(서의식, 2010b〈骨品制의 構造와 

그 變化〉《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434~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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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의 실효는 어떠했을까? 당의 경우 

〈검소령〉은 문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부터 반대에 부딪쳤

다.

[G-1] 6년(832) 6월 壬戌朔 丙寅, 京兆尹 杜悰이 어사대부를 겸하였다. 

戊寅에 右僕射 王涯가 칙을 받들어 令式에 준하여 士庶의 衣服, 車馬, 第

舍의 제도에 대해 條疏했다. 칙이 내려진 후에 浮議가 비등하였다. 두종

이 勅의 조건을 시행하는 것을 쉽게 하고, 제한을 관대하게 했는데,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고, 公議가 이를 애석해 했다.234)

  위의 사료에 따르면 832년 당에서는 〈검소령〉에 입각한 실질적인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사회적 불만이 팽배했고, 결국 장안에서조차 법령

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문종은 이듬해인 833년에 태화 6년의 칙을 

재공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6년의 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반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에서는 중·후기로 접어들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금은기 제조업이 성행하였다. 이 중 사영 공방의 금은기는 주

로 판매용으로 제작되었고, 해외로 유출되기도 하였다. 금은기가 판매되

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미 당에서도 금은기에 대한 통제, 나아가 의제

령에 적시된 식기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역시 〈흥덕왕 교서〉 반포 2년 뒤 흥덕왕의 사망과 함께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憲安王 3년(859) 왕은 

교를 내려 금입택 중 望水(水望宅)·里南宅에게 금 160푼, 조 2,000곡을 

내놓아 迦智山寺를 꾸미게 하였는데,235) 이는 〈애장왕 교서〉의 大義

에 어긋나는 것이었다.236)

234) 《舊唐書》卷17下, 本紀17下 文宗下 大和 六年, “六月壬戌朔丙寅, 京兆尹杜悰兼御

史大夫. 戊寅, 右僕射王涯, 奉敕准令式, 條疏士庶衣服·車馬·第舍之制度. 敕下後, 浮議沸

騰. 杜悰於敕內條件易施行者寬其限, 事竟不行, 公議惜之.”

235) “宣帝十四年仲春, 副守金彦卿, 夙陳弟子之禮, 嘗爲入室之賓, 減淸俸出私財, 市鐵二

千五百斤, 鑄廬舍那佛一軀, 以莊禪師所居梵宇. 敎下望水里南等宅, 其出金一百六十分, 

租二千斛, 助充裝飾功德, 寺隷宣敎省.” 金南允, 1992〈寶林寺 普照禪師塔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籍開發硏究員,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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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昌寧 末屹里의 사찰 유적에서는 신라 말기에 退藏되었다고 여겨지는 

다수의 금동제품들이 발견되었다.237) 대표적으로는 金銅獸脚香爐를 비

롯하여 건물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을 金銅 風鐸, 金銅 裝飾板들이 있었

는데, 이는 금이나 도금으로 기용을 만들거나 집을 장식하는 것을 엄금

한 〈흥덕왕 교서〉의 해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238) 더

욱이 이미 동아시아의 금은기 유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던 만

큼,239) 흥덕왕이 의도한 ‘왕실’과 진골 일반의 구분이 오롯이 성공했다

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사실 〈흥덕왕 교서〉의 기용 규제에서 진골에게

는 鍍銀이 허락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진골 일반의 금은기의 사용이 확

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은기 사용을 온전히 금지할 수 없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령이 완전히 실패하였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의 경우 사실상 사치 규제가 실패한 이후에도 여전히 율령

을 지키려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開成 4년(839), 淮南觀

察使 李德裕는 이미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문종의 〈검소령〉을 管內婦

人들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였다.240) 또한 9세기 중·후반 당나라 상서우

236) 《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847년 당시 신라 제 3재상의 목마장이 무주의 남쪽 경

계에 있다고 적고 있으며(《入唐求法巡禮行記》卷4, 唐宣宗 大中元年 九月條, “六日. 

卯時到武州南界黄茅嶋泥浦泊舩. 亦名丘草嶋. … 是新羅國第三宰相放馬䖏.”), 《삼국사

기》에는 憲康王 6년(880) 당시 신라 경도의 민가들이 지붕을 기와로 덮고, 밥을 숯

으로 지었다는 일화가 기재되어있다(《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六年 秋

九月條, “九日, 王與左右, 登月上樓四望, 京都民屋相屬, 歌吹連聲. 王顧謂侍中敏恭曰, 

孤聞今之民閒, 覆屋以瓦不以茅, 炊飯以炭不以薪, 有是耶. 敏恭對曰, “臣亦甞聞之如

此.”). 그러나 이들 사료는 어디까지나 당시 京師人들의 사치를 보여주는 것이지, 금

령의 실효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다.

237) 당초 발굴보고서에서는 유물의 退藏 시점을 고려 중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보았으

나(崔鐘圭, 2006〈遺構의 展開〉《昌寧 末屹里》, 慶南考古學硏究所, 205쪽), 이후 

신라 말기설이 대두하였다(국립김해박물관, 2011《땅 속에 묻힌 염원》, 국립김해박

물관, 114쪽).

238) 《三國史記》卷33 雜志2, “器用. 眞骨, 禁金·銀及鍍金. … 屋舍. 眞骨, … 不雕懸魚, 

不餙以金·銀·鍮石·五彩.”

239) 송대에는 율령과 별개로 금은기가 상품화하여 황제뿐 아니라 사대부, 일반민 역시 

금은기를 사용하였다(賀雲翱·邵磊 主講, 2008 앞 책, 205~208쪽; 刘炜·段国强 主编, 

2012 앞 책, 169쪽; 시안시문물보호고고학연구소 엮음·중국문물전문번역팀 옮김, 

2015 앞 책, 174쪽; 이송란, 2016 앞 논문,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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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裴坦은 사돈인 楊收가 물소 뿔과 옥으로 장식된 그릇을 보내오자 

“우리 집안을 파괴할 것이다.”라며 부숴버렸는데, 이는 당 의제령의 식

기 규정을 의식한 것이라 사료된다.241) 사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백성

의 경우는 사회적 기강 해이와 별개로 율령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기용에 대한 당율이 송대에도 거의 그대로 계승된 것은242) 율령

의 해이현상과 별개로 율령 자체는 여전히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신라 역시 ‘왕실’과 진골 일반을 구분하려 한 

〈흥덕왕 교서〉의 정책적 지향은 실패했을지라도, 법령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과 고려 초에도 금은기는 ‘왕실’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잔

존하였다.

[G-2] 乙丑 16년(965) … 가을 7월 內議令 徐弼이 죽었다. 弼은 利川人

으로 성품은 通敏하였는데, 吏에서 시작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왕이 일찍

이 宰臣 王咸敏, 皇甫光謙, 서필에게 金酒器를 내려주었는데, 弼은 홀로 

받지 않으며 말하길, “신은 과분하게 宰輔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미 총은

을 외람되이 받았는데, 또 金器를 내려주시니 분수에 넘칠까 더욱 두렵습

니다. 또 옷을 입음에는(服用) 등차를 명백히 해야 하고, 사치와 검소는 

240) 《新唐書》卷24, 志14 車服, “唯淮南觀察使李德裕, 令管內婦人, 衣袖四尺者闊一尺

五寸，裙曳地四五寸者減三寸.”; 《唐會要》卷311, 雜錄, “開成四年二月, 淮南觀察使李

德裕奏. 臣管內婦人, 衣袖先闊四尺, 今令闊一尺五寸, 裙先曳地四五寸, 今令減三寸. 從

之.” 《신당서》에는 이덕유가 홀로 당 문종의 〈검소령〉을 지킨 것을 문종 즉위년

에 배치하고 있으나, 《당회요》에는 그것이 문종의 〈검소령〉이 실패한 이후의 일

이라고 적고 있다. 한편 《당회요》에 따르면 이덕유가 땅에 끌리는 치맛자락의 길이

를 4~5촌에서 5촌으로 줄였다고 되어있지만, 이는 誤記라고 생각된다. 이에 문종 태

화 6년 6월 칙을 좇아 3촌으로 수정한다.

241) 《資治通鑑》卷251, 唐紀67 懿宗 咸通 十年 二月條, “端州司馬楊收長流歡州, 尋賜

死. 其僚屬黨友坐長流嶺表者十餘人. 初, 尙書右丞裴坦子娶收女, 資送甚盛, 器用飾以犀

玉. 坦見之, 怒曰破我家矣, 立命壞之. 已而收竟以賄敗.”; 여기서 器用은 유사한 일화를 

다루고 있는 자료들과 교차검증을 통해 볼 때 기명, 특히 접시(碟)를 의미한다고 여

겨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문 一장 각주 34번 참고.

242) 《刑統》卷26, 雜律75 營造舍宅車服違令, “【律文】… 諸營造舍宅·車·服·器物及墳

塋·石獸之屬, 於令有違者, 杖一百. … 【議曰】 … 器物者, 一品以下, 食器不得用純金

純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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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亂과 관련된 것입니다. 臣이 金器를 쓴다면, 임금께서는 장차 무엇을 

쓰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243)

[G-3] 고려의 故事에는 매번 사신이 올 때마다 큰 시장을 열고, 여러 가

지 상품을 나열한다. 丹漆繒帛은 모두 호화롭게 보이도록 힘쓰는데, 金銀

器用은 모두 王府의 물건으로, 때마침 펼친 것이지 대개 그 습속이 그러

한 것은 아니다. 崇寧, 大觀 연간에는 사신이 여전히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244)

  10세기 중엽 光宗은 宰臣 왕함민·황보광겸 및 내의령 서필에게 금으

로 된 술잔을 내려주었다. 다른 재상들과 달리 내의령 서필은 분수를 운

운하며 자신이 금으로 된 그릇을 쓴다면, 왕은 무엇을 쓰겠냐고 반문했

다. 서필은 효공왕 5년에 출생하였던 인물로 신라 하대 사치 금령의 대

상이었다.245) 한편 고려 仁宗 원년(1123) 고려를 방문한 徐兢의 《선화

봉사고려도경》에서는 고려의 金銀器用이 기본적으로 고려 王府의 물건

이라고 적고 있다.246) 사료상 확인되는 고려시대 최초의 金銀器 금령이 

毅宗 22년(1168)에 반포되었음을 상기한다면,247) 이러한 고려인들의 인

243) 《高麗史節要》卷2, 光宗大成大王, “乙丑十六年 … 秋七月. 內議令徐弼卒. 弼利川

人, 性通敏, 始以吏事進. 王嘗賜宰臣王咸敏·皇甫光謙及弼金酒器, 弼獨不受曰, 臣謬居宰

輔, 已叨寵恩, 又賜金器, 愈懼踰分. 且服用明等衰, 奢儉關理亂, 臣用金器, 君將何用.”

244) 《宣和奉使高麗圖經》卷3, 城邑 貿易, “高麗故事, 每人使至, 則聚爲大市, 羅列百貨. 

丹漆繒帛, 皆務華好, 而金銀器用, 悉王府之物, 及時鋪陳, 蓋非其俗然也. 崇寧大觀, 使

者猶及見之, 今則不然.”

245) 서필이 분수를 운운하며 金器를 받지 않으려 한 것의 원인을 그의 유학적 소양 때

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가령 《禮記》卷8, 內則12에는 “子弟가 器·衣服·裘衾·

車馬를 받는 다면, 반드시 그 중 좋은 것은 바치고, 후에 감히 그 나머지를 사용한

다.(子弟猶歸器·衣服·裘衾·車馬, 則必獻其上, 而后敢服用其次也.)”라는 구절이 존재한

다. 그러나 전후 맥락상 이는 어디까지나 嫡子와 庶子 사이에 해당하는 예법을 의미

할 뿐, 군신 사이의 일로 확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서필이 分限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옷을 입음에 등차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흥덕왕 교서〉서

두에서 거론된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와 유사한 점이 있다.

246) 물론 徐兢은 중국인이었으므로 그가 언급한 金銀器用은 금은제 器具 일체를 의미

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같은 책 器皿 항목이나 舟楫 饋食 항목에서 사신을 

대접하는 데 금은기가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사신의 방문에 맞추어 열리

는 大市에 진열되는 金銀器用에도 금은제 기명이 포함되어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247) 본문 二장 1절 각주 136번 참고; 한편 고려시대 일반 기명에 대한 최초의 금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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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신라 하대 금은기에 대한 재래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

을 것 같다.248) 금은기의 예는 아니지만 최승로는 당시 고려의 服制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新羅에는 公卿·百僚·庶人의 의복과 신발·버선에 

각각 品色이 있었습니다. … 우리 왕조는 太祖 이래로 귀천을 가리지 않

고 자신의 마음대로 옷을 입었으니 ….”라 언급한 바 있다.249) 신라인 

전반에 대한 의복과 신발, 버선의 品色을 적시한 것은 〈흥덕왕 교서〉

라 생각되므로, 적어도 고려 초 지식인들은 〈흥덕왕 교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50)

  이렇게 볼 때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을 단순히 ‘실패’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당초 흥덕왕이 고심했던 ‘왕실’과 그 이하의 구분이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이상 ‘지켜지지 않은 법률’임을 굳이 부정할 순 없겠지만, ‘왕

실’만이 금은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면면히 이어져 ‘지켜야 할 

善例’로 고려에까지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라 중·하대 문헌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금은기들은 왜 현전

玄宗 16년(1025) 9월에 이루어졌다. 이 금령은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의 옷이나 그릇

에 龍鳳을 그리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것이었다(《高麗史》卷85, 志39 刑法2, “顯宗 

… 十六年 … 九月, 御史臺, 請禁中外民庶, 衣服·器物, 龍·鳳紋樣, 從之.”).

248) 954년 창건된 고려 ‘왕실’의 원찰 崇善寺에서는 기와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 다수의 金銅連峰裝飾瓦釘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흥덕왕 교서〉屋舍 진골 

항목에는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不餙以金·銀·鍮石·五彩.”라 하여 진골도 지

붕을 금·은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와정에 금칠이 행해진 

경우는 숭선사가 유일하다고 하는데(국립청주박물관, 2018《중원의 고려 사찰 : 사람

(人)과 바람(願)》, 국립청주박물관, 51쪽), 이는 숭선사가 ‘왕실’의 원찰이었기 때문

에 가능했을 것이다. 고려에서 家舍의 제도가 정비된 것은 960년 성종 원년 6월에 

이르러서였다(《高麗史》卷39, 刑法2 禁令, “成宗元年, 六月 … 禮云, 天子堂九尺, 諸

侯堂七尺. 自有定制. 近來, 人無尊卑, 苟有財力, 則皆以營室爲先. 由是, 諸州郡縣, 及亭

驛津渡豪右, 競構大屋, 踰越制度, 非但盡一家之力, 實勞百姓, 其弊甚多. 伏望, 命禮官, 

酌定尊卑家舍制度.”).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흥덕왕 교서〉의 옥사 규정이 관성적으

로나마 통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49) 《高麗史》卷39, 刑法2 禁令, “成宗元年, 六月, 正匡崔承老上書曰, 新羅之時, 公卿·

百僚·庶人, 衣服鞋襪, 各有品色. … 我朝, 自太祖以來, 勿論貴賤, 任意服着, 官雖高而家

貧, 則不能備公襴, 雖無職而家富, 則用綾羅錦繡.”

250) 《삼국사기》잡지에 흥덕왕대 관련 기록이 다수 산견되는 것을 근거로, 《삼국사

기》의 편찬 당시까지도 흥덕왕대 교서를 모은 일련의 자료가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

성을 상정하기도 한다(박수정, 2017〈三國史記 職官志 硏究〉, 고려대학교 한국사학

과 박사학위논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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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가? 먼저 喪葬禮 薄葬化와 불교의 전래에 따른 火葬의 유행이 

금은기를 부장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251)

여기에 금은이라는 재화가 녹여 재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252) 고려시대에는 은합에 활을 맞춘 관료에게 왕이 해당 

기물을 하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은합이 훼손되었음에도 그 가치

가 인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53) 뿐만 아니라 고려 초 해외로 

유출된 금은기의 양 역시 상당했다.254) 금과 은의 생산은 한정적이었을 

것이므로, 결국 신라의 금은기가 고려의 금은기로 재탄생하였다고 보아

야 한다.

251) 李蘭暎, 1992 앞 책, 354쪽; 주경미, 2016 앞 논문, 320쪽.

252) 최승로는 신라 말의 사치 풍조를 비판하면서, 불경과 불상 제작에 모두 금은을 사

용하는 바람에 폐단이 발생했다고 하였다(《高麗史》卷39, 刑法2 禁令, “成宗元年 … 

六月, 正匡崔承老上書曰 … 新羅之季, 經像皆用金銀, 奢侈過度, 終底滅亡, 使商賈竊毁

佛像, 轉相賣買, 以營生産.”). 하지만 최승로의 발언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금은의 

부족현상을 불교과 연결 짓는 논의는 송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宋史》卷

296, 列傳55 杜鎬, “又問, 西漢賜與悉用黃金而近代爲難得之貨, 何也. 鎬曰, 當是時佛

事未興, 故金價甚賤.”).

253) 金台現, 1993 앞 논문, 19쪽.

254) 《契丹國志》卷21, 外國貢進禮物, “新羅國貢進物件, 金器二百兩, 金抱肚一條五十兩, 

金鈔鑼五十兩　金鞍轡馬一匹五十兩 ….”; 《거란국지》의 외국공진예물조에는 ‘新羅國

貢進物件’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金器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라는 高麗

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거란국지》卷26, 新羅國條에는 “新羅國王誦，… 其後, 

王誦爲部下所殺, 立其弟詢. 契丹以王詢不進貢.”이라 하여 고려 穆宗(諱誦)과 현종(諱

詢)을 신라국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 정사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금은

기 교류에 대해서는 金珢靜, 2007〈高麗時代 金銀器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90~96쪽, [표 7]이 참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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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음 말

  신라 흥덕왕대의 금은기 금령은 율령적 강제를 통해 ‘왕실’의 차별성

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려 한 의도에서 고안된 일종의 ‘구별짓기’였다. 

앞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一장에서는 중·하대 금은기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신라사에 있어 

금은기 관련 기록은 中代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사료에서 금은기에 

대한 일화가 확인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금은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보다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금은기 유행

을 선도하던 唐人들의 금은기 인식과 관련되어 있었다. 당에서 금은기는 

기본적으로 祈福의 매개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중대 초 신라에 

유입되었다.

  중·하대 금은기 사용례는 총 10건으로 그 중 9건에는 신라 ‘왕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중대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곧 중대의 금은기가 기본적으로 ‘왕실’에 의해 독점되고 있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때로 하사의 과정을 거쳐 ‘왕실’ 이외의 인물

들이 금은기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금은기의 수량이 한정적인 이상 그

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二장에서는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의 형성과정과 반포 목적에 대해 살

펴보았다. 먼저 신라 최초의 금은기 금령이 애장왕대에 형성되었음을 확

인하였고, 금령의 형성 배경을 금은기 유통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특

히 필자는 8세기 중반 이후 중국 강남 지역의 금은기 생산 및 동아시아 

금·은 원료의 유통 확대, 나아가 당시 당·신라·일본을 오가며 활발히 활

동하였던 신라 상인들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즉 하대 초 중국 강남 금은

기가 신라로 유입되고, 진골 일반이 금은기를 자체 생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왕실’만이 금은기를 독점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애장왕대 탄생한 금은기 금령은 흥덕왕대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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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令의 영향 속에서 보다 정교해졌다. 새로이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반

포된 〈흥덕왕 교서〉에서는 진골 일반도 鍍銀을 제외한 일체의 금은기

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는 ‘왕실’만이 금은기를 독점하던 중대로

의 회귀를 꾀한 일종의 율령적 강제로 볼 수 있다. 왕위계승권자의 위치

에서 ‘김헌창의 난’이라는 진골 일반의 도전을 몸소 경험하였던 흥덕왕

으로서는 진골 일반을 포함한 사치 금령을 반포함으로써, ‘왕실’과 진골 

일반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계선을 가시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동아시아의 금은기 유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던 만

큼, 흥덕왕이 의도한 ‘왕실’과 진골 일반의 구분이 성공했다고 여겨지지

는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의 실효를 부정할 

수만은 없다. 율령적 해이와 별개로 금령 자체가 폐기되었다고 여겨지지

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려 초에도 ‘왕실’을 제외한 이들이 금은기를 

사용하는 것을 참람된 행위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존재했다. 고려시대 금

은기 금령이 의종대 처음 등장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인식을 신라 

하대로부터 존재하였던 재래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흥덕왕대 금은기 금령을 단순히 ‘실패’했다고 볼 수만

은 없다. 당초 흥덕왕이 고심했던 ‘왕실’과 그 이하의 구분이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이상 ‘지켜지지 않은 법률’임을 굳이 부정할 순 없겠지만, ‘왕

실’만이 금은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면면히 이어져 ‘지켜야 할 

善例’로 고려에도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금은기를 소재로 삼아 신라 흥덕왕대 사치 금령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흥덕왕 교서〉에서 언급되는 사치품

은 비단 금은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대 이전에도 금령의 형태를 취하

지는 않았을지언정 사치품에 대한 통제와 재분배는 존재했다. 또한 역사

상 왕권에 의한 사치 규제는 비단 고대사회뿐 아니라 중세 유럽이나, 고

려·조선 등에서도 널리 확인되는 양상이다. 비록 시기를 달리하기는 하

지만, 한국 고대 사치 규제의 역사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례까지 시야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본 논문은 주로 실생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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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금은제 기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리 봉안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히 제작된 금은제 사리 용기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금은

제 사리 용기는 금은제 기명에 비해 실물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편에 속하므로, 양자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은 중·하대 금은제 기명의 

성격 및 제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과제로 삼아 앞으로의 연구를 이어나가고

자 한다.



- 73 -

참 고 문 헌

1. 자  료

1) 史書

《三國史記》《三國遺事》《高麗史》《高麗史節要》

《史記》《漢書》《三國志》《梁書》《舊唐書》《新唐書》

《契丹國志》《資治通鑑》《續資治通鑒長編》《元史》

《日本書紀》

2) 기타 서적 및 문서

《禮記》《尙書注疏》《春秋公羊傳注疏》《孟子集註》《詩經集傳》

《唐六典》《唐律疏議》《慶元條法事類》《天聖令》《刑統》

《說文解字》《資暇集》《翰苑》《廣韻》《錦里耆舊傳》《北夢瑣言》

《宣和奉使高麗圖經》《蘇魏公集》《茶錄》《唐朝名畵錄》《唐會要》

《冊府元龜》《太平廣記》《全唐文》

《養老令》《令義解》〈買新羅物解〉《入唐求法巡禮行記》

《和名類聚抄》《喫茶養生記》《大正新脩大正藏經》

2. 연구논저

1) 단행본

국립고궁박물관, 2017《국역 덕온공주가례등록》,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2017《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 2018《중원의 고려 사찰 : 사람(人)과 바람(願)》, 국립

청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2011《땅 속에 묻힌 염원》, 국립김해박물관.

김정위, 2005《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 상》,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

회.



- 74 -

김창석, 2004《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 2013《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문

화원.

金鐸敏·任大熙 主編, 1994《譯註 唐律疏議》Ⅰ, 한국법제연구원.

나희라, 2003《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노태돈, 2014《한국고대사》, 경세원

동국대학교 박물관, 2006《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소장품도

록》, 동국대박물관.

朴南守, 1995《新羅手工業史硏究》, 신서원.

山本孝文, 2006《三國時代 律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

三江文化財硏究院, 2012《星州 基山里 遺蹟》, 江文化財硏究院.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2016《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자료집》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李蘭暎, 1992《韓國古代金屬工藝硏究》, 일지사.

      , 2012《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한상, 2009《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전덕재, 2002《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태학사.

      , 2009《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최응천·이귀영·박경은, 2007《금속공예》, 국립중앙박물관.

韓國古代史硏究會 編, 1992《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Ⅱ·Ⅲ, 駕洛國史

籍開發硏究員.

Gabriel Ferrand, 1913 Relations De Voyages Et Textes 

Geographiques Arabes, Persans Et Turks Relatifs A 

L'Extreme-Orient Du VIII Au XVIII Siecles, Ernest Leroux 

Éditeur.

삐에르 부르디외 지음·최종철 옮김, 1995《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

회학》, 새물결.



- 75 -

질 리포베츠키·엘리에트 루, 유재명 옮김, 2004 《사치의 문화》, 문예

출판사.

刘炜·段国强 主编, 2012《国宝, 金银珐琅器》, 山东美术出版社.

陕西省博物馆 編, 1999《隋唐文化》, 中華書局.

시안시문물보호고고학연구소 엮음·중국문물전문번역팀 옮김, 2015《中

國 西安(長安)의 문화유산 금은기》, 한국학술정보.

齊東方, 1999《唐代金銀器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제동방 지음·이정은 옮김, 2012《중국 고고학, 수·당》, 사회평론.

賀雲翱·邵磊 主講, 2008《中國金銀器》, 中央編譯出版社.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MIHO MUSEUM, 2009《ユーラシアの風 新羅

へ》, 山川出版社.

毛利光 俊彦, 2005《古代東アジアの金屬製容器》Ⅱ, 奈良文化財硏究所.

水上和利, 2009《中國茶碗の考古学》, 勉誠出版.

李成市, 1997《東アジアの王権と交易》, 靑木書店.

仁井田陞, 1933《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

쯔데 히로시 지음·고분문화연구회 옮김, 2011《왕릉의 고고학》, 진인

진.

2) 학위논문

권준희, 2001〈신라 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도헌, 2017〈憲德·興德王代權力構造의 성격〉,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

사학위논문.

김민수, 2018〈新羅 鍮石 硏究〉,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金秀鎭, 2017〈唐京 高句麗 遺民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76 -

金珢靜, 2007〈高麗時代 金銀器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

위논문.

金台現, 1993〈高麗時代 金屬器皿의 硏究〉,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

사학위논문.

박수정, 2017〈三國史記 職官志 硏究〉,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

위논문.

小宮秀陵, 2014〈新羅·渤海의 對唐藩鎭交涉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

과 박사학위논문.

이민주, 2018〈애장왕대 ‘新創佛寺’ 금지령과 그 의미〉, 경북대학교 사

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재환, 2015〈新羅 眞骨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洪承佑, 2011〈韓國 古代 律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3) 논문 및 발표문

강봉원, 2013〈신라 골품제도와 屋舍에 관한 연구〉《新羅史學報》29, 

신라사학회.

강옥엽, 2003〈8~9세기 신라왕공귀족들의 생활상〉《대외문물교류》2, 

해상왕장보고연구회.

강은영, 2010〈8세기 중후반 일본의 內政과 對新羅關係의 추이〉《일본

역사연구》31, 일본사학회.

具兌勳, 2011〈17세기 후기 일본사회와 사치금령〉《日本學報》87, 한

국일본학회.

구효선, 2006〈신라 중대 대일외교와 재상〉《白山學報》75, 白山學會.

권덕영, 2003〈在唐 新羅人의 綜合的 考察〉《역사와 경계》48, 경남사

학회.

權英五, 2004〈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운영〉《大邱史學》76, 대

구사학회.



- 77 -

權五榮, 1988〈4세기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韓國史論》18, 서울

대학교 국사학과.

金基興, 1999〈新羅의 聖骨〉《歷史學報》164, 역사학회.

김난옥, 2011〈�高麗史� 형법지 禁令 편목의 내용과 성격〉《韓國史學

報》44, 고려사학회.

金東洙, 1982〈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韓國史硏究》39, 한국

사연구회.

김민제, 2009〈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법령 새로 해석하기〉《서양사

론》101, 한국서양사학회.

김창겸, 2016〈신라 하대 정치형태와 국왕의 위상〉《韓國古代史硏究》

83, 한국고대사학회.

金哲埈, 1952〈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下)〉《歷史學報》2, 

역사학회.

노중국, 2011〈『삼국유사』惠通降龍조의 검토〉《新羅文化祭學術發表

會論文集》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盧泰敦, 1975〈三國時代의「部」에 關한 硏究〉《韓國史論》2, 서울대

학교 국사학과.

文暻鉉, 1976〈新羅 王族의 骨制〉《大邱史學》11, 대구사학회.

閔庚三, 2001〈중국 西安발견 新羅人 金可記史蹟碑 연구〉《中國語文論

叢》21, 中國語文硏究會.

박남수, 2009〈752년 金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韓

國古代史硏究》55, 한국고대사학회.

      , 2011〈신라의 衣生活과 織物 생산〉《韓國古代史硏究》64, 한

국고대사학회.

      , 2013〈신라 浿江鎭典의 정비와 漢州 西北境의 郡縣 설치〉《東

國史學》5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박장식, 2009〈부여 관북리 왕경지구 출토 금속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분석을 통한 유적지의 성격추정〉《扶餘 官北里百濟遺跡 發掘報



- 78 -

告》Ⅲ,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박진훈, 2007〈사치, 허영 그리고 검약〉《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

각》, 혜안.

朴現圭, 2009〈浙東 平水에서 鷄林鬻詩와 신라상인의 교역활동〉《新羅

文化》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朴洪國, 2003〈三國史記 屋舍條의 ｢唐瓦｣란 무엇인가?〉《佛敎考古學》

3, 위덕대학교 박물관.

서보경, 2007〈7세기 후반~8세기 전반의 신라와 일본 관계〉《일본연

구》32,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서의식, 2010a〈9세기 말의 ‘得難’과 그 성립 과정〉《新羅의 政治構造

와 身分編制》, 혜안.

      , 2010b〈骨品制의 構造와 그 變化〉《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

制》, 혜안.

      , 2016〈골품체제의 재정비 시도〉《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송기호, 2008〈사치풍조〉《대한토목학회지》56, 대한토목학회.

申光燮, 1996〈扶蘇山城 - 廢寺址發掘調査報告(1980年)〉《扶蘇山城 發

掘調査報告書》, 國立文化財硏究所.

申東河, 1979〈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韓國史論》5,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황룡사 남쪽담장 외곽 정비사업부지 내 유

적 발굴조사(가구역) 현장설명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신숙, 2017〈신라 興德王 敎書에 보이는 공예 장식과 국제교역〉《韓國

古代史探究》25, 한국고대사탐구회.

梁正錫, 2007a〈新羅 王京人의 住居空間〉《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

集》2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2007b〈營繕令을 통해 본 �三國史記� 屋舍條〉《韓國史學報》

28, 고려사학회.



- 79 -

      , 2016〈신라인의 의식주 - 주거생활〉《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

화》1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延敏洙, 2003〈統一期 新羅와 日本關係〉《강좌 한국고대사》4,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

禹成旼, 2007〈唐代 法典編纂組織의 變化像에 관한 고찰〉《中國古中世

史硏究》18, 중국고중세사학회.

元善書, 2008〈신라 하대 無垢浄塔의 건립과 『無垢浄光大陀羅尼經』신

앙〉《한국학논총》3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유혜선, 2009〈금속제 사리장엄구 재질 분석〉《불국사 석가탑 유물》4 

보존처리·분석, 국립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윤선태, 1990〈虎巖山 古城과 新羅의 西北방어체제〉《한우물 - 호암산

성 및 연지발굴조사보고서》, 서울大學校博物館, 23~25쪽.

      , 1997〈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바이시라기모쯔게(買新羅物

解)｣〉《역사와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尹載云, 2012〈8~10세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韓國古代史探究》

1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李基東, 1972〈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歷史學報》53·54, 역사학

회.

      , 1977〈新羅 骨品制 硏究의 現況과 그 課題〉《歷史學報》74, 

역사학회.

      , 1980〈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歷史學報》85, 역

사학회.

      , 1991〈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國史館論叢》21, 국사

편찬위원회.

      , 1996〈신라 하대의 사회변화〉《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李蘭暎, 2001〈통일신라 공예의 대외교섭〉《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

涉》, 예경.

이동주, 2013〈�三國史記� 屋舍條에 보이는 唐瓦의 실체〉《東方學志》



- 80 -

16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이문기, 2016〈왕계의 변화와 귀족 연립〉《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李松蘭, 2000〈唐代 金銀器의 硏究史的 側面에서 考察한 齊東方의 『唐

代金銀器硏究』〉《中央아시아 硏究》5, 中央아시아學會.

      , 2010〈中國 法門寺 地宮 茶具와 통일 신라 茶文化〉《先史와 

古代》32, 한국고대학회.

      , 2016〈송대 금은기의 사용 양상과 사회적 의미〉《美術史學》

31, 한국미술사교육학회.

李龍範, 1969〈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李弘稙博士

回甲紀念韓國私學論叢》, 新丘文化社.

李侑珍, 2010〈唐 後期, 金銀과 東亞細亞交易〉《中國學論叢》27, 고려

대학교 중국학연구소.

李殷昌, 1981〈新羅의 器用에 關한 硏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論文

集》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이재환, 2015〈「성주사 낭혜화상탑비」의 '得難'과 '五品' 재검토〉《木

簡과 文字》15, 한국목간학회.

이정란, 2017〈고려 왕가의 특권 향유와 신성가문 의식〉《史林》62, 

수선사학회.

이한상, 2014〈신라 복식의 변천과 그 배경〉《新羅文化》43, 동국대학

교 신라문화연구소.

이혜정, 2015〈16세기 사치풍조와 사회적 구별짓기〉《人文學硏究》2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田美嬉, 2005〈신라 하대 골품제의 운영과 변화〉《新羅文化》26, 동국

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2016〈진골귀족 중심의 사회〉《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鄭炳俊, 2009〈押新羅渤海兩蕃使와 張保皐의 對唐交易〉《中國古中世史



- 81 -

硏究》21,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1〈唐·新羅交流史에서 본 新羅求法僧〉《中國史硏究》75, 중

국사학회.

丁仲煥, 1969〈新羅聖骨考〉《李弘稙博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新丘

文化社.

조이옥, 2001〈8세기 신라의 북방개척과 북방진출의 역사적 성격〉《통

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周炅美, 2004〈韓國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

義〉《불교미술사학》2, 불교미술사학회.

      , 2007〈장신구를 통해 본 동서교섭의 일면〉《동서의 예술과 미

학》, 솔.

      , 2013〈고려후기 선박 출수 주방용품 연구〉《東亞硏究》32, 서

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2016〈금속 공예품 - 고분 출토품(금속용기), 생활유적 출토

품〉《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1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주보돈, 2017〈�三國遺事� 紀異篇 ｢興德王 鸚鵡｣條의 吟味〉《신라문화

제학술발표논문집》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崔夢龍, 1985〈高麗圖經에 보이는 器皿〉《韓國文化》6, 규장각한국학

연구소.

崔鐘圭, 2006〈遺構의 展開〉《昌寧 末屹里》, 慶南考古學硏究所.

하일식, 2016〈지배체제 정비와 골품제의 전개〉《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한정호, 2006〈慶州 九皇洞 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美術史論

壇》22, 한국미술연구소.

      , 2013〈황룡사 구층탑 불사리장엄구〉《유물로 본 신라 황룡

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許在全, 2005〈7~10 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과 경제 문화교류〉

《海神, 글로벌 전략가 장보고 세미나 발표자료집》, 한국무역협



- 82 -

회·해상왕장보고 기념사업회·삼성경제연구소.

J.Keith Wilson·Michael Flecker, 2010 “Dating the Belitung 

Shipwreck” SHIPWRECKED, Arthur M.Sackler 

Gallery·Smithsonian.

Qi Dongfang, 2010 “Gold and Silver Wares on the Belitung 

Shipwreck” SHIPWRECKED, Arthur M.Sackler 

Gallery·Smithsonian.

耿鉴庭, 1972〈西安南郊唐代窖藏里的医药文物〉《文物》1972-6, 文物

出版社.

丹徒县文教局·镇江博物馆, 1982〈江苏丹徒丁卯桥出土唐代银器窖藏〉

《文物》1982-11, 文物出版社.

劉淑芬, 2011〈戒律與養生之間〉《宗敎與醫療》, 聯經出版公司.

夏鼐, 1978〈近年中国出土的萨珊朝文物〉《考古》1978-2, 中国社会科

学院考古研究所.

夏星南, 1982〈浙江長興縣發現一批唐代銀器〉《文物》1982-11, 文物出

版社.

韩伟, 1988〈从饮茶风尚看法门寺等地出土的唐代金银茶具〉《文物》

1988-10, 文物出版社.

    , 1991〈法門寺地宮唐代隨眞身衣物帳考〉《文物》1991-5, 文物出

版社.

東野治之, 1977〈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の硏究〉《正倉院文書と木簡の硏

究》, 塙書房.

        , 1992〈正倉院文書からみた新羅文物〉《遣唐使と正倉院》, 岩

波書店.

木村誠, 2004〈新羅の宰相制度〉《古代朝鮮の国家と社会》, 吉川弘文館.



- 83 -

武田幸男, 1975a〈新羅骨品制の再検討〉《東洋文化硏究所紀要》67, 東

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 1975b〈新羅興德王代の色服, 車騎, 器用, 屋舍制〉《榎一雄記

念東洋史論叢》, 山川出版社.

三池賢一, 1972〈新羅內廷官制考(下)〉《朝鮮學報》62, 朝鮮學會.



- 84 -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Gold and 

Silverware(金銀器) Prohibition by King 

Heungdeok(興德王) in Silla

Ko Tae-ji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d on the gold and silverware(金銀器) to discuss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King Heungdeok(興德王)’s prohibition 

of luxury goods. 

  The only historical records on the prohibition of luxury goods 

that could be found today, after the first legal codes were 

promulgated in Silla in the early sixth century, are King Aejang’s 

Royal Edict(哀莊王 敎書) and King Heungdeok’s Royal Edict(興德王 

敎書). The two royal edicts both include a clause prohibiting the 

use of gold and silverware. Therefore, research on prohibition of 

luxury goods in Silla should be approached in matters of gold and 

silverware.

  The first records on gold and silverware in the history of Silla 

could be found after the mid-Silla period(中代). The fact suggests 

that the gold and silverware had more implications around this 

era. This was closely related to the perception the peop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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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唐) had toward gold and silverware as the Tang dynasty set 

the trend in gold and silverware. Gold and silverware in Tang 

were basically considered as a medium for praying for one’s 

fortune(祈福), the notion of which was later introduced to Silla 

during the mid-Silla dynasty.

  Gold and silverware had ten instances during the mid and 

late-Silla dynasty, nine of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cerned 

the “royal family(王室)”. Most of the instances were found in the 

mid-Silla period, and showed how the gold and silverware were 

basically monopolized by the “royal family”. At times, people 

other than the “royal family” owned some gold and silverware, 

which were bestowed by the “royal family”, but such cases would 

have been extremely rare as far as the number of the gold and 

silverware were limited.

  The first prohibition on gold and silverware in Silla was made 

after the proclamation of King Aejang’s Royal Edict in 806, which 

was in the late-Silla period(下代). This was influenced by the 

expanded distribution of gold and silverware in East Asia during 

the late eighth century. In Tang, the production of gold and 

silverware increased especially in the Jiangnan(江南) region after 

the “revolt of An-Shi(安史之亂)”. As the gold and silverware were 

imported to Silla during the late-Silla period, the “royal family” 

was no longer able to dominate it. 

  Later, during King Heungdeok’s reign, the prohibition of the 

gold and silverware became more intricate as Silla accepted 

Tang’s legal system. King Heungdeok’s Royal Edict, which was 

newly proclaimed to all areas of the society, prohibited the use of 

gold and silverware even for people with the Jingol(眞骨)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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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allowing the use of silver-plated(鍍銀) ware. This edict was 

a legal force, which intended to revert the situation back to the 

mid-Silla period when the “royal family” had monopoly over gold 

and silverware. In the past when King Heungdeok was the heir to 

the throne(副君), he experienced “the revolt of Kim Heon-chang

(金憲昌之亂)” which was an act of defiance by a Jingol against the 

“royal family”. Therefore, King Heungdeok promulgated the 

prohibition against luxury goods that also applied to the Jingol to 

show that there was an insurmountable wall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the general Jingol. 

  Nevertheless, since the trends of gold and silverware could not 

be overturned, King Heungdeok seems to have failed in creating a 

distinction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the Jingol.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prohibition of gold and silverware during 

the rule of King Heungdeok, however, cannot be denied. Even in 

the early Goryeo(高麗) dynasty, it was considered presumptuous 

for people other than the “royal family” to use gold and 

silverware. Considering that gold and silverware were first 

prohibited during the rule of King Uijong(毅宗) in Goryeo, such 

perception could be understood in tandem with the perception 

which existed even in the late Silla-period. 

Keywords : King Heungdeok(興德王), King Heungdeok’s Royal 

Edict(興德王 敎書), Gold and Silverware(金銀器), Prohibition(禁令), 

Luxury goods(奢侈品), Giyong(器用), Royal family of Silla(新羅 王

室), Jingol(眞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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