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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신라의 사리장엄구들은 독창적인 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들과 동시대 중국 

불교문화와의 상관성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신라의 주요 사리

장엄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양식적, 불교문화적 특징과 동시대 중국 불교문화와의 상

관성에 대해서 비교 고찰하였다. 신라는 불교 공인 이후 왕실을 중심으로 정치적 목적

을 가진 중국 남조 양 무제의 사리신앙과 장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신

라에 사리가 처음 전래된 진흥왕 연간부터 통일 이전인 7세기 중반경까지의 사리장엄

구들은 대부분 왕실에서 발원하였으며, 정치적 목적이 강조된 아육왕 전승 구현과 연결

된 사리신앙을 발전시켰다. 당시 신라 왕실은 동시대 중국 황실의 사리신앙 및 불교문

화 동향의 변화에 꾸준히 주목하고, 중국 불교문화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며 사리장엄구

를 제작했다. 통일 직후에 제작된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들은 독특한 

방추형함과 보장형사리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라만의 독특한 불교미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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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중국 당나라 측천무후의 법문사 사리공양의례의 영향이 신라적 

양식으로 변용된 것이다. 8세기 전반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면

서 신라의 사리장엄구는 법사리장엄 의례가 중심이 되었고, 사리장엄구의 형식은 단순

하고 간소화되었다. 이는 8-9세기경 중국 당나라 황실에서 법문사 탑의 불지골사리를 

중심으로 성대한 의례와 화려한 사리장엄구들을 제작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신라

의 사리장엄구와 중국 불교문화의 상관성은 사리신앙 전래 초기에는 상당히 깊게 연결

되어 있었지만,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는 점차 서로간의 상관성이 멀어졌으며, 9세기 

이후에는 불교문화와 사상적 차이로 인하여 신라와 당의 사리장엄구는 완전히 다른 양

상으로 발전했다.

주제어

사리장엄구, 신라, 당(唐), 아육왕탑, 감은사, 법문사(法門寺), 법사리장엄

I. 머리말

사리장엄(舍利莊嚴)은 불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스러운 붓다의 상징물로

서 존숭되어 온 사리(舍利, śarīra)에 대한 신앙과 함께 발달한 독특한 불교적 조

형물과 의례의 집합체이다. 불교의 사리신앙은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석가

모니 붓다가 입멸(入滅)한 후 남긴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유해의 일부를 숭앙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불교 초기의 사리장엄은 석가의 장례와 그가 

남긴 유해와 종교적 성물(聖物)들에 대한 공양, 그리고 탑 건립 의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 사리장엄구는 불교의 성물(聖物)인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서 갖추어 꾸미는 사리기(舍利器)를 포함한 모든 조형물과, 그와 관련된 

각종 의례 및 공양 행위와 관련된 모든 조형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그러

나 역사상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사리의 개념과 사리신앙이 다양하게 

변화 및 발전하면서 사리장엄 방식과 사리장엄구의 조형 양식도 지역이나 시

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다.1)

신라에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가 처음 전래된 것은 석가의 입멸 이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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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년이 지난 기원후 6세기 진흥왕(眞興王, 540-576 재위) 연간이다. 당시 신라

에서 받아들인 사리신앙은 이미 동아시아적으로 변화된 중국 남북조시대의 

사리신앙으로서, 특히 중국 남조 양(梁) 나라를 통해 전래된 아육왕(阿育王, 

King Aśoka) 전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남조 뿐만 아니라, 

북조나 다른 중국의 여러 왕조 및 인도로부터 꾸준히 새로운 불교문화를 받아

들이면서 매우 독특하게 신라화된 조형 양식을 보여주는 사리장엄구들을 제

작하며 사리신앙을 발전시켰다.

사리장엄구는 직접적으로 종교적 형상을 표현하는 불교조각이나 불교회화

와는 달리, ‘사리’라는 종교적 성물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조형물이다. 초기 불

교의 사리신앙은 석가모니 붓다에 대한 종교적 흠숭에서 시작되었지만, 기원

전 3세기 인도에서 불교적 제왕으로 알려진 아육왕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사리

신앙의 종교적 성격이 크게 변질되었다. 아육왕 이후의 사리신앙은 세속의 권

력자인 제왕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선전적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불교적 제

왕들이 발원한 사리장엄구들은 자신들의 무한한 세속적 욕망과 물질적 가치

관을 그대로 투영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사리장

엄구들은 어디에서나 성속(聖俗)의 모순과 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가적(兩
賈的)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제작 당시의 생활 및 장례 문화가 직접적으

로 반영되어 조형화되는 독특하고 특수한 종교예술품들이다.

신라의 사리장엄구는 동시대 중국 불교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그 

영향과  신라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융합시킨 독특한 조형 양식으로 발전하였

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라의 사리장엄구와 중국의 불교문화가 어떠한 양상으

로 서로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2) 여기에서는 

1) 사리 및 사리장엄의 개념 및 변천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행 연구를 참조.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

리장엄 연구(서울: 일지사, 2003), pp.14-27 및 주경미, ｢불사리장엄구의 문화적 양가성｣, 震檀學
報제129호(서울: 震檀學會, 2017), pp.50-51.

2)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 참조. 주경미, ｢한국 불사리장엄에 미친 중국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제235호(서울: 한국미술사학회, 2002); 신대현, ｢韓國 古代 舍利莊嚴의 樣式 硏究 -특히 寶閣形 舍利器
의 발생과 전개에 대하여｣, 문화사학제17호(서울: 한국문화사학회, 2002); 전중배, ｢唐代의 한･
중 불교교류 - 7세기 후반 ~ 8세기 초 唐皇室의 法門寺 사리공양을 중심으로｣, 회당학보제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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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 출토되거나 검토된 연구 성과들을 바탕

으로, 신라 사리장엄구와 중국 불교문화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시대순으로 심

도깊게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신라의 사리장엄구들은 탑마다, 시대마다 조형적 특징 및 세트 구

성 방식이 각각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사리장엄구가 한번 탑 속에 

매납되면 탑이 다시 열릴 때까지 그 안에 들어간 사리장엄구의 형태가 공개되

지 않는 타임캡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탑에서 발견된 사

리장엄구들도 탑 창건기나 중건기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매납된 것이 

아니라, 탑이 여러 번 중수되는 과정에서 봉안된 여러 시대의 유물이 혼재하여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옛 사리장엄구들을 재매납하거나, 혹은 

새로 제작한 사리장엄구가 옛 사리장엄구의 형식을 복제한 경우도 많다.3)

신라 사리장엄구의 조형성은 중국 불교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신

라의 고유한 공예기법과 문화 양식을 바탕을 창출되었기 때문에, 동시대 중국

의 사리장엄구와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존하는 6세기

에서 8세기경까지의 신라 사리장엄구들은 대부분 신라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

작한 것으로, 당시 신라 불교문화와 미술의 국제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조형양

식을 대표한다.

II. 6세기 신라의 사리 전래와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문화

불교 경전에 의하면, 석가모니 붓다의 입멸 이후 그의 사리는 여덟 나라의 

국왕이 나누어 가져가서 각각 여덟 개의 탑을 세웠다. 붓다의 사리를 봉안한 

첫번째 탑들인 근본팔탑(根本八塔)을 열고 그 안의 사리들을 다시 꺼낸 것은 기

(서울: 회당학회, 2005). 

3) 탑 하나에서 여러 시대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된 중국의 선례에 대해서는 주경미, ｢宋代 靜志寺塔 地
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硏究｣, 美術史學제23호(서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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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3세기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제국의 아육왕이다. 그는 붓다의 사리들

을 전국의 팔만사천 지역으로 나누어 보내어 이들을 봉안한 팔만사천탑을 세

웠다.4) 불교적 제왕으로 알려진 인도 아육왕이 세운 팔만사천탑이 모두 현존

하지는 않지만, 인도에는 아직도 아육왕이 세운 탑과 석주(石柱)들이 여러 곳

에 남아 있다.5)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것처럼 아육왕의 사리신앙과 

팔만사천탑 건립은 순수한 불교 의례였다기보다는, 통일 제국의 통치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한 편이었으며, 그의 정치적 목적의 사리신앙과 장엄은 이후 

여러 나라의 불교적 제왕들이 따르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6)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중국 남북조시대에 불교를 받아들인 여러 제왕들은 

여러 가지 불교적 제왕 사상을 구현하고자 했는데, 전륜성왕으로 알려진 아육

왕 전승의 구현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동아시아의 제왕은 숭불황제로 널

리 알려진 남조의 양(梁) 무제(武帝)였다. 특히 그는 인도의 아육왕 전승을 재현

하여, 자신의 영토에서 붓다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아육왕탑(阿育王塔)을 발굴

하여 그 사리를 공양한 후, 새로운 탑을 건립하는 의례를 거행하여, 동아시아

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성격의 진신사리신앙을 발전시켰다.7) 양 무제는 즉위 

이후 동남아시아의 부남국(扶南國)에서 온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접하

기 시작했고, 그 승려들은 양 무제의 후원으로 512년에 아육왕경을 번역하

였다.8) 이후 양 무제는 521년에는 영파(寧波) 아육왕사(阿育王寺)에서 석가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아육왕탑을 발굴하여 공양을 드리고 새 탑을 건립했으며, 

4) 석가모니의 근본팔탑과 아쇼카왕의 팔만사천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경미, 앞의 논문 ｢불사리

장엄구의 문화적 양가성｣, pp.54-56 참조.

5) 아쇼카 석주와 칙령에 대해서는 Falk, Harry. Aśokan Sites and Artefacts (Mainz am Rhein: Verlag 

Philipp von Zabern, 2006) 및 츠카모토 게이쇼, 아쇼까왕 비문, 호진･정수 옮김(서울: 불교시대

사, 2008) 참조.

6) Strong, John S. The Legend of King Aśok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주경미, ｢中
國 古代 皇室發願 佛舍利莊嚴의 정치적 성격 - 易姓革命의 선전물로서의 眞身舍利供養｣, 東洋學제33

집(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 주경미,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과 고대 동남아시

아｣, 인문논총제67호(서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7) 주경미, 앞의 논문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 pp.39-40.

8) 歷代三寶記 卷11(大正藏49, p.98中), “天監年初 扶南國沙門曼陀羅···共僧加婆羅於揚都譯. 阿育王經
十卷(天監十一年六月二十六日 於揚都壽光殿譯初翻日帝躬自筆受 後委僧正慧超令繼幷譯正訖 見寶唱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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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년에는 당시 수도였던 남경(南京)의 장간사(長干寺)에서 붓다의 진신사리

가 봉안된 아육왕탑을 발견하여 공양을 드린 후 새로운 탑을 건립했다.9)

양 무제가 공양을 올렸던 두 곳의 아육왕탑은 지금도 중국에서 유명한 불교 

성지이다. 특히 영파 아육왕사의 아육왕탑은 큰 탑이 아니라, 서역의 단층복발

탑, 혹은 방형탑 형태의 서역식 보탑(寶塔)으로, 탑형 사리장엄구에 해당한다. 

이 아육왕탑은 오월국(吳越國)의 제왕이었던 전류(錢鏐)와 전홍숙(錢弘俶)이 

아육왕 전승을 따라서 공양을 올리고 이 탑을 모방한 전홍숙탑들을 여러 개 만

들어 유포하면서 유명해졌다(도 1). 중국 강남지역에서 아육왕탑이라고 불리

는 탑 형식은 오월국시대 이후의 영파 아육왕탑, 혹은 전홍숙탑을 모방한 형식

이다.10)  한편, 남경 장간사의 아육왕탑은 양 무제가 발굴하여 공양한 후 사리

를 봉안한 쌍탑으로 재건했으나, 그 곳의 사리는 남조가 멸망한 이후에 수나라

의 수도인 장안의 일엄사(日嚴寺)로 옮겨졌다.11) 그렇지만 장간사 탑에도 사리

는 계속 남아있으면서, 여러 차례의 분사리(分舍利) 의례가 거행되었다. 장간

사는 명대에 대보은사(大報恩寺)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전탑이 새로 건립되었

는데, 이 탑의 지궁(地宮)이 20세기에 발견되어 그 안에 봉안되어 있던 북송대 

1011년에 만들어진 아육왕탑 형식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12) 즉, 장간사

의 아육왕탑 전승은 양 무제 이후 송대까지 계속 분사리와 재건 의례를 반복하

며 이어졌던 것이다.

양 무제가 옛 탑을 발굴하여 사리를 꺼내서 공양하는 친견의례(親見儀禮)를 

9) 梁書 卷54, 列傳48, 諸夷 扶南國條. 주경미, ｢北宋代 塔形舍利莊嚴具의 硏究｣, 中國史硏究제60호(대

구: 중국사학회, 2009), pp.74-76에서 재인용.

10) 주경미, ｢吳越王 錢弘俶의 佛舍利信仰과 莊嚴｣, 역사와 경계제61집(부산: 부산경남사학회, 2006); 

주경미, ｢吳越國王 錢鏐의 寧波 阿育王塔 공양과 그 의의｣, 中國史硏究제77호(대구: 중국사학회, 

2012); 주경미, ｢模倣과 再現 - 南宋 皇室의 寧波 阿育王塔 供養과 그 影響｣, 中國史硏究제93호(대구: 

중국사학회, 2014) 참조.

11) 集神州三寶感通錄 (大正藏51, pp.405下-406上), “···日嚴寺 寺卽隋煬所造 昔在晉蕃作鎭淮海 京寺有
塔未安舍利 乃發長干寺塔下取之入京 埋於日嚴塔下.”

12) 2007년 대보은사 지궁에서 출토된 송대 아육왕탑 형식의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南
京市考古硏究所, ｢南京大報恩寺遺址塔基與地宮發掘簡報｣, 文物第5期(北京: 文物出版社, 2015), pp.4-52; 

이승혜, ｢北宋 金陵 長干寺 眞身塔 地宮 출토 七寶阿育王塔 試論｣, 미술사학연구제295호(서울: 한국

미술사학회, 2017), pp.1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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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다시 새로운 사리장엄구와 탑을 만들어서 사리를 재매납하는 의례를 

거행한 것은, 인도 아육왕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이는 난세 속의 숭불황제로

서의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실제로 

그의 치세는 말년을 제외하고 내내 안정적으로 번영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후 

양 무제의 아육왕탑 및 진신사리 공양과 탑의 재건 행위는 정치적 성공을 기원

하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교적 제왕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정치

적 성격의 사리신앙은 중국 남조의 진(陳) 및 수(隋) 문제(文帝),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 위덕왕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13)

신라의 불교 공인과 사리신앙의 전래는 모두 양 무제 연간에 이루어졌다. 

527년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은 그 직전인 521년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14) 

그 때가 바로 양 무제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영파 아육왕탑을 발굴

하여 탑을 재건하던 시기였다. 양 무제는 520년 장엄사와 대애경사를 건립했

13) 주경미, 앞의 논문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 소현숙, ｢梁 武帝와 隋 文帝의 塔像儀禮와 佛敎的 
‘敎化’ 政治 : 懺悔와 受戒, 그리고 感應과 滅罪의 과정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제291호(서울: 

한국미술사학회, 2016); 주경미, ｢백제 위덕왕의 불교적 치세관 형성과 6세기 중국의 정세 변화｣, 

한국고대사탐구제27권(서울: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7).

1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8년條.

<도1>동제 전홍숙탑. 955년. 

중국 오월국. 일본 후쿠오

카 서원사 소장.

<도2>도빙법사(道憑法師) 묘탑(廟塔). 

562년. 중국 북제. 중국 하남성 보산 

영천사. 사진: 주경미

<도3>서역식 보탑. 682년경. 신라. 경주

감은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외함의 

세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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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21년에는 동태사를 건립하고 영파 아육왕사를 재건했다.15) 아마도 521년

에 양나라를 방문했던 신라의 사신들은 당시 양 무제의 본격적인 숭불활동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신라에 사리가 처음 전래된 549년은 진흥

왕 10년이자 동시에 양 무제가 죽은 해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의하

면, 당시 양나라에서 사신 심호와 유학승 각덕이 사리를 전래해왔는데, 당시 

왕은 백관으로 하여금 흥륜사까지 나아가 맞이하여 공양을 올리고 흥륜사에 

사리를 모셨다고 한다.16)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리의 

전래와 공양은 신라 왕실에서 사리 전래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한 의례일 가

능성이 크다. 5세기초 구마라집(鳩摩羅什)이 한역한 불교 경전 대지도론(大智
度論)에서는 한 시대에 두 명의 전륜성왕이 나올 수 없다고 설하고 있다.17) 즉, 

이 사건은 양 무제의 죽음과 함께 그의 불교적 권위를 상징하던 사리가 신라의 

진흥왕으로 전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으로부터 전래

된 붓다의 사리를 새로 소유하게 된 진흥왕은 붓다로부터 선택받은 새로운 불

교적 전륜성왕이자, 삼국 통일의 정당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불교적 제왕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진흥왕의 아육왕 전승 

구현을 위한 정치적 성격의 사리신앙이며 불교적 전륜성왕 사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진흥왕의 불교적 제왕 사상은 황룡사의 창건과 아육왕상을 모방한 

장륙존상의 건립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8)

아쉽게도, 양 무제 연간의 탑이나 사리장엄구, 그리고 진흥왕 연간에 양에

서 가져온 사리를 봉안했다고 하는 흥륜사의 탑은 모두 현존하지 않아서, 당시 

15) 諏訪義純, 中國南朝佛敎史の硏究(京都: 法藏館, 1997), pp.49-58 참조.

16) 三國遺事 卷3, ｢前後所藏舍利｣條 및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0년條. 이하의 내용은 주경

미, ｢新羅 舍利莊嚴方式의 형성과 변천｣, 新羅文化제43집(경주: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14), 

pp.179-181에서 재인용.

17) 大智度論 卷4(大正藏26, p.93), “如四天下世界中無一時二轉輪聖王出.”

18) 김리나, ｢皇龍寺의 長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係 佛像｣, 眞檀學報제46･47호(서울: 진단학회); 南東
信, ｢新羅 中古期 佛敎治國策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會議發表論文集제22집(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판카즈 모한, ｢6세기 신라에서의 아소카 상징의 수용과 의의｣, 한국사상

사학제23권(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03); 金福順,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서울: 景仁文
化社, 2008); 최성은, ｢신라 皇龍寺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 신라사학보제23호(서울: 

신라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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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사리장엄구의 형태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 6-7세기경에 조영

된 서역식 보탑, 혹은 아육왕탑 형식으로 알려진 탑들은 대체로 방형 단층의 

탑신부에 둥그런 반원형의 복발부가 올려져 있으며, 복발 정상부에 높은 상륜

부를 가진 형태이다. 중국 하남성 보산(寶山) 영천사(靈泉寺)에 세워진 중국 북

제시대 도빙법사(道憑法師)의 묘탑(廟塔)은 이러한 아육왕탑 형식의 비교적 이

른 현존 예로서, 562년에 건립되었다(도 2).19) 신라에도 이러한 남조의 아육왕

탑 형식이 전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7세기 후반 신라 왕실에서 

발원한 감은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남아 있어서 주목된다. 감은사지 서

탑 출토 사리기 외함에 조형된 북방 비사문천이 들고 있는 보탑은 전형적인 남

조의 서역식 보탑, 혹은 아육왕탑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도 3), 이러한 형

식의 소탑, 혹은 탑형 사리장엄구가 7세기의 신라 불교계에 전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진흥왕 연간에 전해진 흥륜사의 사리는 이러한 방형 단층

의 서역식 보탑, 혹은 아육왕탑 형식의 탑형 사리장엄구에 봉안되어 전래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진흥왕 37년인 576년에도 중국의 북조 지

역에서 사리를 전래해왔는데, 이 전래 시기는 진지왕의 즉위 및 북조의 숭불왕

조인 북제의 멸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기였다는 점이 주목된다.20) 당시 북

제의 사리신앙이나 장엄이 신라 사리장엄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는 현존하는 사리장엄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이 

때의 사리 전래 기록은 역시 신라 왕실에서 추구하던 불교적 전륜성왕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치적 성격의 불교의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흥왕 연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라 왕실의 불교적 전륜성왕 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성격의 사리신앙과 탑의 건립은 7세기에도 신라 왕실의 

후원 아래에서 계속 이어졌다.

19) 보산 영천사에는 도빙법사의 묘탑과 유사한 아육왕탑 형식의 마애탑들이 다수 세워져 있는데, 이

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金善卿, ｢靈泉寺 塔林 硏究 試論｣, 美術史學硏究 第260號(서울: 한국미술사학

회, 2008), pp. 105-141 참조.

20) 이에 대해서는 주경미, 앞의 논문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형성과 변천｣, pp.183-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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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7세기 신라의 사리장엄구와 중국 수･당대 불교문화

6세기 후반 중국을 통일한 수(隋)나라의 문제(文帝)는 자신의 숭불황제로서

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601년부터 3차에 걸쳐서 인수사리장엄(仁壽舍利莊
嚴)을 거행하고 인수사리탑(仁壽舍利塔) 110여기를 건립하였다.21) 당시 신라를 

비롯한 삼국에서는 수나라로부터 사리를 1과씩 받아왔다고 전하므로,22) 7세

기 초반의 인수사리장엄방식은 신라에도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유일한 수대의 인수사리장엄구 세트는 1969년 섬서성 요현 신덕사지(神德寺
址)에서 출토된 것이다.23) 604년에 매납된 이 사리장엄구는 석함과 금동제 녹

정형방형함(盝頂形方形函)과 원형합, 유리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에

서 주목되는 것은 외함인 석함의 문양이다. 석함의 사방에는 얕은 선각으로 가

섭, 아난, 사리불, 목건련 등 석가의 제자들과 사천왕상이 명문 및 향로, 사자, 

역사 등과 함께 새겨져 있다(도 4).24) 여기에 새겨진 사천왕의 명칭은 북방비사

문천왕(北方毘沙門天王), 서방비루박차천왕(西方毗婁博叉天王), 남방비루륵차

천왕(南方毗婁勒叉天王), 동방제두뢰타천왕(東方提頭賴吒天王) 등으로, 수대 6

세기 후반에 번역된 합부금광명경(合部金光明經)에 의거한 명칭으로 보인

다.25) 신덕사지 사리석함의 표면에 조형된 사천왕상은 동아시아 사리장엄구 

중에서 사천왕을 조형화한 가장 이른 예로서 주목된다. 인수사리장엄과 탑의 

건립은 새로운 통일제국의 황제인 수 문제의 불교적 전륜성왕 사상과 사리신

21) 수대의 인수사리장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주경미, ｢隋文帝의 仁壽舍利莊嚴 硏究｣, 中國史硏究
제22호(대구: 중국사학회); 양사오쥔･소현숙, ｢隋 仁壽舍利塔의 형태 연구｣, 불교미술사학제26

집(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18).

22) 廣弘明集 卷17(大正藏52, p.217上), “高麗 百濟 新羅 三國使者將還 各請一舍於本國起塔供養 詔並
許之.”

23) 朱捷元･秦波, ｢陝西長安和耀縣發現的波斯薩珊朝銀幣｣, 考古第2期(北京: 社會科學院, 1974), pp.126-130.

24) 李举綱･樊波, ｢隋神德寺遺址出土舍利石函上的天王圖像｣, 陝西歷史博物館館刊第12輯(西安: 三秦出版
社, 2005), pp.162-165; 박대남･이송란, ｢중국 隋 仁壽 4년 神德寺 舍利具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제6권(서울: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0), pp.225-235.

25) 合部金光明經 卷5, 四天王品제10(大正藏16, p.382上). 신덕사지 석함 명문의 사천왕 명칭은 합부

금광명경의 사천왕 명칭과 가장 비슷한데, 다만, 서방과 남방 천왕 이름에서 경전의 “留”자가 석함 

명문에는 “婁”로 새겨진 점만 차이가 있다. 합부금광명경은 금광명경의 수대 異譯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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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시 삼국 통일을 기원하던 신라 왕실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흥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 왕실에서 사리신앙에 기반한 불교적 전륜성왕 

사상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하고 발전시켰던 왕은 선덕여왕이다. 선덕여왕은 

634년 자신을 위한 분황사를 건립했고, 645년에는 중국 당나라에서 귀국한 승

려 자장의 조언을 따라 그가 중국에서 가져온 사리들을 봉안하기 위해서 황룡

사에 9층목탑을 건립했다. 분황사와 황룡사 목탑지에서는 모두 창건기의 유

물, 즉 선덕여왕 연간에 매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장엄구들이 발견되었

다.26) 그중에서도 분황사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유리병과 은합, 석함으로 구성

된 사리장엄방식을 보여주어 수대 인수사리장엄구의 구성과 비교된다. 특히 

외함인 석함은 윗면 뚜껑의 형태가 중국 남북조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사리장

엄구 형식으로 사용된 녹정형방형함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사리를 직접 봉안

하는 내용기를 새로운 재질인 유리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대 인수

사리장엄구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27)

26) 20세기 초에 발견된 분황사 탑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주경미, ｢분황사 석탑 출토 불사리장엄구의 

재검토｣,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정재 김리나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서울: 예경, 2007), pp.277-297; 박대남,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芬皇寺 성격 고찰｣, 한국고

대사탐구제3권(서울: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09), pp.39-85 참조. 황룡사 목탑지 출토 사리장엄

구에 대해서는 국립경주박물관, 皇龍寺(경주: 국립경주박물관, 2018), pp.310-327 참조.

27) 주경미, ｢韓國 石塔 出現期 舍利莊嚴方式의 變化 樣相｣, 百濟硏究제62권(대전: 충남대학교 백제연

<도4>신덕사지 사리석함 탁본 세부. 서방비루륵차천왕과 북방

비사문천왕. 수 604년. 중국 섬서성 요현 신덕사지 출토. 

중국 동천시요주구박물관 소장.

<도5>동제 사리함 파편. 신라, 645년경. 

경주 황룡사 목탑지 사리공 출토.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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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 연간에 창건된 황룡사 목탑지에서는 목탑 심초석 아래 부분에서 

창건기의 사리장엄구로 추정되는 당 백자사리호와 각종 공양구들이 발견되

었다. 또한 탑 심초석 위에 마련된 사리공 안에는 여러 시대의 사리장엄구들이 

봉안되어 있었으나, 아쉽게도 사리공내의 사리장엄구들은 1960년대에 도굴

을 당하면서 다소 훼손되었다. 사리공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 창건기의 사리

기로 추정되는 것은 신장상들을 선각한 동제 사리함의 파편들이 있다(도 6). 

여기에 표현된 신장상은 자세 및 어깨에 천의를 두른 갑옷의 표현, 얼굴 형상 

등에서 신덕사지 사리석함의 사천왕상과 유사한 조형성을 보여주어 주목된

다. 그외에 사리공에서는  872년 경문왕이 이 탑을 중수하면서 탑의 창건과 중

수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황룡사 찰주본기(皇龍寺刹柱本記)>가 

발견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9세기에는 탑의 상륜부에 법사리장엄구가 추가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28) 황룡사 목탑을 중심으로 한 신라 왕실의 사리신앙

과 장엄은 9세기 이후까지 계속 계승되었으며, 고려시대에도 황룡사 목탑의 

중건은 왕실에서 후원하였다.

676년 나당 전쟁을 마치고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 왕실에서는 꾸준히 사

리신앙을 이어가며 새로운 탑과 사리장엄구를 만들었다. 통일직후 신라 왕실

에서 발원한 대표적인 사리장엄구는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을 위해서 아

들 신문왕이 발원하여 682년 건립한 감은사지의 동서삼층석탑에서 각각 출토

되었다(도 6).29) 감은사지 쌍탑에서 출토된 두 세트의 사리장엄구는 통일 직후 

신라 불교 미술품들 중에서 조형적으로 가장 독창적이고 새로운 양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신라의 사리장엄구들이다. 이 두 사리장엄구 세트에 표현된 새

구소, 2015), pp.89-90.

28) 황룡사 찰주본기의 내용 및 탑내 법사리장엄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黃壽永, ｢新羅皇龍寺 九層木
塔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東洋學제3집(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3); 주경미, ｢皇龍寺 
九層木塔의 舍利莊嚴 再考｣, 역사교육논집제40집(대구: 역사교육학회, 2008); 한정호, ｢<皇龍寺刹
柱本記>와 불사리장엄구 연구｣, 미술자료제77호(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8).

29) 1959년 이루어진 감은사지 서탑의 발굴과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金載元･尹武炳, 感恩寺址發掘調
査報告書(서울: 乙酉文化社, 1961) 참조. 1996년 이루어진 감은사지 동탑의 발굴과 사리장엄구의 

보존처리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서울: 국립문화재연

구소,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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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불교미술 양식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통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기술과 문

화를 흡수하며 독창적인 미술 양식으로 발전한 결과이며, 또한 당시 서역을 통

해 전래된 당나라의 새롭고 국제적인 불교미술 양식이 신라로 전래되면서 나

타난 영향이기도 하다.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에서 보이는 가장 독특한 조형성은 먼저 방추형함(方
錘形函)과 보장형(寶帳形) 사리기라는 새로운 형식의 등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 6). 감은사지의 쌍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는 창건 당시의 봉안 상태 그대

로 각각의 탑 안에서 발굴되었다. 서탑과 동탑은 모두 3층 탑신 윗면에 마련된 

사리공안에서 사리장엄구 일괄이 발견되었으며, 기본적인 구성 방식은 두 탑 

모두 금동제 외함(外函)과 내함(內函), 수정제 병 등으로 이루어진 3중 구조이

다. 둘 다 외함은 방추형함 형식이며, 내함은 보장형 사리기 형식이다.

먼저 외함인 방추형함은 뚜껑 위쪽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뾰족하게 처리된 

방형함 형식으로,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리장엄구 형식이다(도 6-향

우). 이 형식은 고식의 방형단층탑 형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

다.30) 중국 기록에서는 탑형 사리장엄구의 존재가 일찍부터 남아 있지만, 당대 

30) 주경미, ｢탑형 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제5호(서울: 미술사

<도6>감은사지 동탑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 내함과 외함. 682년

경. 신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7>방형단층탑. 당 7세기. 중국 하남성 

안양현 수정사탑. 사진: 주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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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탑형 사리장엄구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남북조시대의 

석조 부조나 그림 중에는 사리전과 같은 목조 방형단층탑의 형태가 남아 있으

며, 수대의 산동성 사문탑(四門塔)이나 하남성 수정사탑(修定寺塔) 등과 같은 

방형단층석탑 및 전탑이 남아 있다(도 7).31) 당대의 섬서성 부풍현 법문사(法門
寺) 탑 지궁의 전실에서는 한백옥아육왕탑이라고 전하는 석조 방형탑형 사리

장엄구 안에서 금동으로 만든 정교한 방형단층탑 형식의 탑형 사리장엄구가 

봉안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32) 이들은 당나라 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법문사 탑 지궁 후실에 봉안된 9세기 후반의 8중 사리장엄구 중에

는 가장 안쪽의 사리기가 금제 방형단층탑 형식을 하고 있다.33) 이러한 당대 

법문사 탑 지궁 출토 8-9세기의 탑형 사리장엄구는 모두 황실에서 발원한 독특

한 사리장엄구 형식인 점이 중요하다. 감은사지 사리기의 방추형함 형식은 수

당대에 널리 제작된 방형단층탑 형식을 상자 형태로 변형시켜 상징적으로 조

형한 것으로, 탑형 사리장엄구의 신라적 변용에 해당한다.

감은사지의 방추형함은 사방 표면에 사천왕상을 타출하여 장식하고 있으

며, 내부가 완전히 막혀서 보이지 않는다. 사리기 표면을 사천왕상으로 장엄하

는 것은 보통 신라 사리장엄구의 특징으로만 알려졌으나, 최근 수대 신덕사지 

석함에서도 선각으로 조형한 사천왕상이 확인되었다(도 4). 수대 신덕사지 석

함에 기록된 사천왕상의 존명은 신라와 마찬가지로 금광명경과의 관련성

이 보이며, 북방 비사문천이 한 손에 탑을 들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34) 그러므

로 신라 사리장엄구의 사천왕상 조형은 수대에 번역된 경전을 통한 불교문화

와 시각문화학회, 2006), pp.239-240.

31) 박경식, ｢彌勒寺址 石塔과 隋･唐代 亭閣型佛塔과의 比較｣, 白山學報제92호(서울: 백산학회, 2012), 

pp.129-166.

32) 이 석조 및 금동제 방형단층탑 형식의 탑형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주경미, 앞의 책 중국 고대 불

사리장엄 연구, pp.297-299 및 해당 도판 참조. 이 두 사리장엄구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명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지궁이 폐쇄된 9세기보다는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법문사 탑 지궁 후실 출토 8중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주경미, 위의 책, pp.276-297. 이 중에서 금제 

탑형 사리기는 위의 책, p.277의 圖 VII-12와 p.294의 圖 VII-31 참조.

34) 북방 비사문천의 보탑 도상 기원에 대해서는 임영애, ｢북방 다문천의 보탑 도상 해석: 도상 형성 

원인과 원･고려 이전의 양상｣, 미술사와 시각문화제9호(서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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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은사지 사천왕상의 조각 양식은

(도 8) 신덕사지 사리석함이나 황룡사지 사리장엄구의 천왕, 혹은 신장상의 표

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히려, 감은사지의 사천왕상은 675년에 당나라 고

종과 측천무후의 발원으로 조영된 낙양 용문석굴(龍門石窟) 봉선사동(奉先寺
洞)의 천왕상 양식에서 보이는 새로운 조각 양식을 따르고 있어서(도 9),35) 당

시 당나라의 새로운 불교조각 양식이 신라에 전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천왕상은 크기와 들고 있는 탑의 형태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자세, 갑

옷의 형태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양식을 보여준다.

감은사지 사리기의 내함인 보장형 사리기는 수미좌 형태의 기단부와 사방

의 기둥, 꼭대기의 녹정형 천판(天板)과 2단의 천개(天蓋) 등으로 이루어진 ‘보

배로운 장막’, 즉 ‘보장(寶帳)’의 형태를 조형화한 형식이다(도 6-향좌). 이러한 

형식의 사리기는 일찍부터 통일신라 특유의 양식으로 알려졌는데, 그 기원은 

35) 감은사지 사천왕상의 도상과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水野敬三郞, ｢感恩寺西塔舍利具の四天
王像｣, 佛敎藝術第188號(東京: 佛敎藝術社, 1990), pp.70-79;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미술사학연구제216호(서울: 한국미술사학회, 1997), pp.5-47; 임영애,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

상과 불교 경전｣, 강좌미술사제37호(서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 pp.23-48.

      

<도8>탑을 든 천왕상. 통일신라 

7세기 후반.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사리장엄구 외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9>탑을 든 천왕상. 당 675년. 중

국 하남성 낙양 용문석굴 봉선

사동. 사진 : 주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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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곽(棺槨)을 운구하는 상여(喪輿)나, 고귀한 인물을 모시는 장막(帳幕), 혹은 

사리를 이운할 때 사용하는 가마의 형태 등에서 온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식의 사리장엄구가 많지는 않지만, 남북조시대 이후의 불교미술품

들에서 이러한 형상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불교경전이나 중국 불교미술품의 

명문에는 이러한 형식의 장막을 보장, 혹은 영장(靈帳) 등으로 기록했는데, 이

는 원래 사리를 이운(移運)하거나 친견의례(親見儀禮)를 거행하기 위해 설치했

던 가마와 장막의 형태와 관련된 것이다.36) 당나라 8세기의 돈황막고굴 제148

굴의 열반경변상도 중에는 석가모니의 관곽(棺槨)을 화장터로 운구하는 장면

에서 이러한 장막을 친 가마의 형태가 표현되어 있다(도 10). 당나라에서는 8

세기 이후의 석조 사리장엄구 중에서 보장형 사리기 형식이 서안 임동현 경산

사(慶山寺) 탑 지궁과 법문사 탑 지궁에서 출토되었다.37) 특히 법문사 탑 지궁

에서 출토된 석조영장(石造靈帳)은 명문에 의해 708년 당대 불교계에서 화엄

36) 주경미, ｢法門寺塔 地宮出土 唐代 舍利莊嚴具의 硏究｣, 실크로드 文化와 韓國文化 - 硏究史･總論･考
古･美術(대전: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pp.475-525; 김연수, ｢한국 사리기에서의 ‘寶
帳’ 형태에 대한 고찰｣, 미술자료제65(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0); 주경미, ｢통일신라시대 전

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 新羅文化 25(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p. 214.

37) 주경미, ｢唐代 慶山寺 地宮 出土 佛舍利莊嚴의 新硏究｣, 中國史硏究 29(대구: 중국사학회).

<도10>석가모니의 관을 운구하는 상여. 돈황막고

굴 제 148굴 열반경변상도의 세부. 벽화. 

당, 8세기. 중국 감숙성 돈황막고굴.

<도11>석조영장. 당, 708년. 중국 섬서성 법문

사 탑 지궁 출토. 중국 법문사 박물관 

소장. 사진: 주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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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대가로 알려진 승려 법장(法藏)이 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목된다

(도 11).38)

중국 화엄종의 3조로 알려진 법장은 643년 장안에서 태어나서 2조인 지엄

(智儼) 아래에서 수학했다. 그는 16세인 659년에 법문사의 진신사리에 공양을 

올리고 불가에 귀의했으며, 708년에는 석조영장을 직접 발원하여 공양하였

다. 당 태종때 처음 시작된 법문사 탑의 진신사리 공양은 측천무후 연간에 크

게 발전하여 황실의 후원으로 2차에 걸쳐 거행되었다. 측천무후가 황후 시절

이었던 659년부터 662년의 제 1차 공양과 그녀가 죽던 704년에 시작되어 중종

연간인 708년까지 이어진 제 2차 공양은 당시 당나라 불교문화계에서 가장 중

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측천무후의 제 1차와 제 2차의 법문사 사리공양에 모

두 참여했던 법장은 신라 불교계에서도 유명했는데, 그것은 법장의 사형(師兄)

이자 지엄 아래에서 같이 수학했던 신라 화엄종의 대가 의상(義相)을 비롯한 

여러 신라 구법승들과의 관계 때문이다.39) 의상이 중국으로 건너가 유학하던 

시기는 660-661년경으로 추정되므로, 그가 직접 측천무후의 법문사 제 1차 사

리공양회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측천무후의 법문사 사리공양회

와 이운의례에 사용되었던 나무와 직물로 만든 보여(寶輿)와 보장(寶帳), 즉 가

마와 장막의 형태는 현재 실물이 남아 있지 않으나, 그 형태가 이후 신라와 당

나라의 보장형 사리기의 원형이 되었을 것이다. 법문사 탑의 진신사리는 이후

에도 황실의 후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탑에서 꺼내서 수도 장안의 황궁으로 

이운되어 친견의례가 거행되었다.40) 당시 당 황실의 사리 이운과 친견의례에 

참여했던 신라의 구법승들이나 대중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장엄한 조형물

들의 형상은 신라 사리장엄구의 조형성 창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감은사 사리장엄구 내함의 윗부분 천개 형태는 보장으로 사용된 장막 형태

이지만, 사방에 벽이 없고 기둥으로 처리되고 사방에 금속을 투각해서 만든 번

38) 주경미, 앞의 책 중국고대불사리장엄, p.181.

39) 주경미, 앞의 논문 ｢한국 불사리장엄에 미친 중국의 영향｣, pp.43-47 참조.

40) 당대 법문사 탑 사리에 대한 당 황실의 공양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주경미, 앞의 책 중국 고대 불

사리장엄 연구, pp.246-246-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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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幡)과 풍탁을 매달아 놓은 개방적인 구조물은 당시 사리친견의례가 행해졌던 

전각, 즉 사리전(舍利殿)의 형태와도 관련이 있다. 역시 당대 8세기경에 그려진 

돈황막고굴 제148굴의 열반경변상도 벽화 중에는 화장한 후에 수습한 붓다의 

사리를 모시고 친견의례를 거행하는 장면에서 방형단층의 목조건물로 묘사

된 사리전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도 12). 이 벽화에 묘사된 사리전 형태의 건

물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아마도 당시 신라 왕실이나 불교계에서는 당나라 

황실에서 사리친견의례를 거행했던 장면과 사리전과 같은 공간들을 인식하

고 있었거나, 혹은 그 의례의 참여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던 인물이 있

었을 것이다. 측천무후 연간에 행해진 국가적 규모의 성대한 법문사 사리공양

회의 참여 경험은 신라와 당의 승려 및 불교도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영향을 주

면서, 그 기억의 흔적들이 이후 7-8세기 신라와 당나라의 사리장엄구 양식의 

창안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7세기 후반 감은사지 내함이나 708년 법문사 탑 지궁 출토 석조영장과 같은 

보장형 사리기들은 측천무후 연간의 법문사 사리 이운 및 친견의례에서 촉발

되어 나타난 조형물들로서, 사리장엄구 제작에 있어서 종교적 자문을 담당한 

<도12>사리전(舍利殿)과 사리친견의례. 돈황막고굴 제148굴 열반경변상도의 세부. 벽화. 당, 8세기. 중국 

감숙성 돈황막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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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들의 경험과 기억의 공유에서 나타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직

접적인 사리장엄구의 제작은 승려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문화

와 전통 속에서 살고 있던 장인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신라와 당의 사리장엄구

들은 각각 장인들의 미학과 문화 양식, 그리고 기술적 차이와 취향 등을 반영

하면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독창적인 불교미술품으로 창출되었던 것이

다. 신라와 당나라의 보장형 사리기는 모두 당나라 불교 의례에 사용된 가마와 

장막 형태에서 시작했지만, 금속으로 화려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신라의 사리

기와 석조로 크고 육중하게 만들어진 당의 사리기는 서로 재질과 기법, 미적 

조형양식 등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감은사지 서탑과 동탑의 내함은 개방

적 구조로서, 중앙의 보주, 혹은 연화를 닮은 구조물 안에 수정제 사리병들이 

봉안되어 있고 주위에 주악천이나 승려들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반면, 당대의 

석조 보장형 사리기들은 사방이 완전히 차단되고 육중한 형태로서 내부가 전

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조형적 차이는 바로 신라와 당의 불교문화와 미학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감은사지의 보장형 사리기들은 판금기법과 주조기법을 병용하여 제작했으

며, 일부분에는 새로운 금속공예 표면장식기법인 어자문기법(魚子文技法)이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적 변화는 이제까지 당나라 금속공예의 영향으로 

논의되어 왔다.41) 그러나 2009년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서 7세기 초반의 백제 

왕실 발원 사리장엄구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기법적 변화는 당보다, 삼국 통일

을 통해서 백제의 불교문화가 수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42)

감은사지 사리장엄구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공예 양식을 보여주는 것은 사

리를 직접 봉안한 수정병들이다. 이 수정병들은 전통적인 수정 구슬 만드는 기

법을 이용하여 병 형태를 만든 후, 아래와 위에 전통적인 금속공예기법과 문양

을 사용하여 금속으로 뚜껑과 마개를 만들어 완성하였다. 동탑 출토 수정병의 

41) 李蘭暎, ｢魚子文 技法｣, 眞檀學報제71･72호(서울: 진단학회, 1991); 이난영,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개정판(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42) 주경미, ｢한국 고대 사리장엄구의 특징 - 금공기법을 중심으로｣,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

문화(부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pp.95-96.



224   불교학연구 제61호

뚜껑에는 누금세공기법(鏤金細工技法)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결절구갑문(結節
龜甲文)을 장식했고,43) 서탑 출토 수정병의 뚜껑에는 인동문을 표현했다(도 

13). 즉, 감은사지 출토 수정병과 금속제 뚜껑들은 신라 왕실에서 전통 공예 문

화를 계승하면서, 불교적으로 변용된 독특한 미술 양식을 꽃피웠음을 알려준

다. 수정은 삼한시대부터 영남지역에서 애용되었던 중요한 위세품 재질이었

기 때문에, 수정병이 신라 왕실 발원 사리기의 가장 안쪽 용기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수정제 사리장엄구가 극히 드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

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정제 사리장엄구가 가장 안쪽 사리기로 사

용된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에서는 황실에서 발원한 법문사 탑의 진신사리를 

모신 가장 안쪽의 사리기를 전통적인 옥관(玉棺)의 형태로 만들었다(도 14). 중

국 황실 발원 사리장엄구에서 관곽형 사리기와 옥 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 

황실의 전통적인 장송의례가 반영되면서 나타난 것이다.44) 즉, 사리를 직접 봉

43) 위의 논문, pp.96-97.

44) 중국에서는 이미 한나라때부터 제왕의 壽衣를 옥으로 만들어서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한대의 

玉衣는 하북성의 만성한묘, 광동성의 남월왕묘 등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관곽

형 사리기는 한대 이후 중국에서 널리 사용된 상원하방형의 관 형식을 따라 만든 것으로, 중국 당

송대 사리장엄구에서 널리 사용된 형식이다.

<도13>수정병. 신라 7세기 후반. 경주 

감은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

구.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14>옥관과 불지골사리. 9세기 후반. 당. 섬서성 법문사 

탑 지궁 후실 비감 출토. 법문사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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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그릇들은 신라와 당의 전통적 조형성을 반영하여 각각 완전히 다른 양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감은사지 동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보이는 독특한 조형

성은 신라의 전통적 금속공예기법 및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 수･당대의 새롭

고 국제적인 불교미술 양식과 의례를 융합하여 창출해낸 신라만의 독특한 불

교미술 양식이다. 7세기 중후반 당나라에서 발전한 새로운 불교조각 양식과 

불교의례는 645년 서역을 순례하고 귀국한 현장(玄奘)을 비롯한 구법승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는 다시 당나라에 불교를 배우러 갔던 신라의 의상과 

같은 구법승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7세기 후반 신라 왕실에

서 발원한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의 양식은 국제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신라 불

교미술 양식을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감은사지의 보장형 사리기 형식은 

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칠곡 송림사 전탑 출토 사리장엄구에서

도 확인되지만, 8세기 이후에는 신라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IV. 8-9세기 신라 불교와 사리장엄구의 변화

8세기 이후 신라의 사리장엄구들은 신라 불교계의 사상적 변화와 독자적 

발전, 그리고 당으로부터 전래된 새로운 경전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크

게 변화된다.

먼저 7세기 후반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에서 처음으로 창안된 독특한 내부 

개방형 구조의 사리기 형식은 8세기가 되면 감은사지 사리기의 내함과 외함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8세기부터는 감은사지 사

리기의 외함이었던 방추형함 형식의 사리기 표면에 문양을 투각하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조형한 사리기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형식의 사리기들

은 742년 창건된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기, 전 남원 출토 사리기, 의성 빙

산사지 오층석탑 출토 사리기 등이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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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중에서 외함으로 사용된 금동제방형함

은 감은사지 사리기의 내함과 외함에서 보이는 중요한 조형적 특징 두 가지를 

융합시킨 형식으로 주목된다(도 15). 이 함은 감은사지 외함의 방추형함 형식

을 기본으로 하면서, 감은사지 내함의 사리친견의례가 가능한 내부 개방형 구

조를 접목시킨 것으로, 함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측면을 투각한 점이 특징이다. 

이 함의 내부 한 가운데에는 연화 대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유리병, 은완, 은합 

등의 사리기를 겹쳐서 사리를 봉안했다.46) 함께 발견된 고려시대의 중수기에 

의하면 이 중에서 은완과 은합은 1038년에 탑을 중건하면서 새로 만들어 넣은 

것이라고 한다. 즉, 현존하는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들은 창건기와 

고려시대 11세기의 중수기 봉안품들이 혼재된 것이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추형함 형식은 불국사 삼층석탑의 창건기인 8세기 중반 이전에 

창안된 것으로,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중요한 예이다.

이와 유사한 전 남원 출토 금동제방형사리함,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출토 

금동제방형함 등은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각 사리기마다 형태 및 측면판의 투

각문양 등이 조금씩 다르다. 이들은 모두 신라의 전통적인 금속공예기법인 판

45) 주경미, 앞의 논문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형성과 변천｣, pp.192-193.

46)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공 출토품의 출토 상황에 대해서는 주경미,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

장엄구 연구｣, 韓國史學報제73호(서울: 고려사학회, 2018), pp.40-45 참조.

<도15>금동제 방형함. 742년경. 통일신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외함. 불국사 

박물관 소장.

<도16>전 대구 동화사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 

9세기경. 통일신라.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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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투조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나, 표현된 문양은 사리기가 제작된 8-9세

기 미술과 문화에 따라서 다른 내용과 양식으로 조형화되었다.

한편, 8세기 초반부터 신라 왕실에서 당나라에서 전해진 새로운 경전과 법

사리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통일신라시대의 사리신앙과 사리장엄

구 양식은 크게 변화된다. 특히 법사리신앙의 전래와 탑 건립의 증가는 이 시

기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이다. 통일신라시대 법사리장엄의 발전은 704년 중

국 장안에서 법장과 미타산이 번역했다고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하 

무구정경)의 전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47) 무구정경은 중국에서는 그다지 알

려지지 않은 짧은 경전이지만, 옛 탑의 중수와 다라니의 암송 및 필사, 그리고 

99개의 소탑 제작 등의 독특한 의례에 대해서 설하는 경전인데, 신라에서는 이 

경전의 내용을 따라서 다라니를 필사하고 99개의 소탑을 제작하는 법사리장

엄 의례가 실제로 거행되었다.48)

무구정경의 법사리장엄 의례와 관련된 가장 이른 사리장엄구는 경주 황복

사지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이다. 706년 선왕(先王) 신문왕과 효소

왕을 위해서 성덕왕이 재건한 석탑에 봉안되었던 이 사리장엄구는 외함인 금

동함 안에 은합과 금합으로 구성된 사리기가 불상 및 공양구들과 함께 배치된 

상태로 발견되었다.49) 특히 외함의 뚜껑에는 신라 왕실에서 발원한 긴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에 의하면 사리와 함께 무구정경 1권을 봉안했다고 한다. 명

문에 나오는 무구정경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외함의 표면에는 무구정경의 

의례에 따라 99개의 소탑을 새겨 놓아서, 당시 신라 왕실에서 새로 전래된 무

47) 무구정경의 번역과 전래과정 및 유행 등에 대해서는 金聖洙, 無垢淨光大陁羅尼經의 硏究(淸州: 淸
州古印刷博物館, 2000); 주경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유행｣, 문자와 고대 한국 2 - 교류와 생

활 주보돈교수 정년기념논총(한국목간학회 편, 서울: 주류성, 2019), pp.385-409.

48) 신라의 무구정경 관련 법사리장엄 의례에 대해서는 주경미, ｢韓國 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
大陁羅尼經의 意義｣, 불교미술사학제2집(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4); 주경

미, ｢8-11세기 동아시아 탑내 다라니 봉안의 변천｣, 미술사와 시각문화제10호(서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1) 참조.

49) 경주 황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李弘稙, ｢慶州狼山東麓三層石塔內 發見
品｣, 韓國古文化論攷(서울: 乙酉文化社, 1954), pp.37-59; 주경미, 앞의 논문 ｢한국 불사리장엄에 있

어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의의｣, pp.176-179; 한정호, ｢慶州 九皇洞 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 

미술사논단제22호(서울: 한국미술연구소, 2006),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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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경의 내용을 따라서 새로운 법사리장엄 의례를 거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사리장엄구 중에는 무구정경의 의례를 따라서, 다라

니를 필사하고 소탑 99개를 조형화하여 함께 봉안하는 법사리장엄 의례를 반

영하여 제작된 예들이 많아진다. 무구정경에 의한 법사리장엄 의례의 발전은 

당시 신라 불교의 교학적 발전 및 호국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의례의 거

행 등과 관계가 있다. 또한 통일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된 신라 왕실의 사리신

앙과 장엄이 통일 전후기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보다는, 좀 더 종교

적 성격이 강조되고, 선왕의 추모와 복덕기원(福德祈願)을 위해 행해졌던 것과

도 관계가 있다.50) 8-9세기의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 중에는 99개의 석탑, 

혹은 전탑을 만들어서 둔중한 형태의 석제호(石製壺)와 유리기로 구성된 사리

기와 함께 탑 안에 봉안한 예들이 많으며(도 16), 종종 무구정경의 다라니를 기

록한 종이 편이 사리장엄구와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51) 이러한 법사리장엄 의

례가 발전하면서 신라 사리장엄구의 재질과 형식은 단순하고 간소화되는 양

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제작기법의 쇠퇴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리신앙에 대

한 신라 불교의 사상적 변화, 특히 정치적 목적의 사리신앙의 감소와 관계가 

깊다.

아쉽게도 9세기의 사리장엄구들은 대부분 도굴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의 사리장엄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

리장엄구들 중에서는 846년 성덕왕이 발원한 전 영일 법광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나, 863년 경문왕이 민애왕을 위해서 발원한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과 같이 왕실 발원 사리장엄구의 일부가 전해지

고 있다. 9세기의 왕실 사리장엄구들은 대부분 둥그렇고 단순한 석제호를 사

리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무구정경이나 불정존승다라니 등과 같

은 경전을 함께 봉안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감은사지나 불국사지 삼층석

50) 주경미, 앞의 논문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형성과 변천｣, p.187.

51) 무구정경의 다라니 필사본이나 인쇄본이 나온 곳은 경주 나원리석탑,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등이 있다. 주경미, 앞의 논문 ｢8-11세기 동아시아 탑내 다라니 봉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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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와는 사리신앙적 측면이나, 불교사상적 측면에서 크

게 변화한 양상이 확인된다.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초반에 신라에서 창안된 무구정경에 의한 법사리장

엄 의례는 동시기의 중국 당나라에서는 거의 거행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 당나

라 황실에서 전통적으로 숭앙하던 법문사 탑 지궁의 진신사리 공양 의례가 당

나라 말기인 9세기까지 꾸준히 황실의 후원으로 정기적으로 거행되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서역에서 전래된 골아형사리 신앙이 9

세기 후반까지 황실의 후원 아래에서 크게 발전했지만, 법사리신앙은 거의 발

전하지 않았다. 반대로 신라 왕실에서는 당 황실의 골아형사리 신앙을 거의 받

아들이지 않고, 대신 독자적이고 교학적인 법사리장엄의례를 발전시켰다. 8

세기 이후 신라와 당 황실의 사리신앙과 장엄구 양식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

이는 것은 두 나라 왕실에서 추구하던 불교문화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52) 특히 8세기 중반 이후 당 황실에서는 불공이나 금

강지 등에 의해서 전래된 밀교(密敎)의례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황실의 권

위를 내세우기 위한 사리공양의례를 꾸준히 거행했던 점은, 교의적 측면에 큰 

관심을 가졌던 신라 왕실의 불교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불교문화와 

사리 신앙의 차이는 사리장엄구의 양식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나라 황실에서 7세기 이후 내내 숭앙했던 법문사 탑의 진신사리는 석가

의 손가락뼈라고 알려진 불지골사리(佛指骨舍利)로서, 탑 지궁의 후실 비감에 

매납되어 있던 옥관 형식의 사리기에 봉안되어 있었다(도 14). 이 사리의 친견

과 이운의례는 당 황실의 후원 아래에서 9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는데, 1987년

에 발굴된 법문사의 지궁에서는 7세기부터 9세기 후반까지 역대 당나라 황실

에서 발원해서 공양한 각종 금은제 사리장엄구들과 공양구들이 다수 출토되

었다.53) 9세기 후반 당 황실에서 발원한 법문사의 사리장엄구들은 8세기와는 

52) 주경미, ｢신라 중대 불사리장엄의 다양성과 문화사적 의의｣, 한국고대사탐구제23권(서울: 한국

고대사탐구학회, 2016), pp.268-269.

53) 법문사 탑 지궁의 정식 발굴보고서는 발굴한지 20년이 지난 2007년에 2권으로 발간되었다. 陝西省
考古硏究院 外 編, 法門寺考古發掘報告 上･下(北京, 文物出版社, 2007). 지궁의 발굴 과정과 출토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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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밀교경전과 의례에 따라서 정교하게 배치된 밀교도상들을 조형화한 점

이 특징이다.54) 이는 9세기 후반 당나라 황실에서 밀교의례에 따라 사리공양

의례를 거행하고 사리장엄구를 제작했음을 알려준다. 현존하는 신라의 사리

장엄구 중에는 이러한 밀교도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즉, 현존하는 9세기 신

라와 당의 사리장엄구의 양식적, 도상적 차이는 당시 두 나라의 불교문화 및 

사상이 서로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라와 당의 불교문화가 서로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간단하게 신라의 사리장엄과 동시대 중국 불교문화와의 상관성

에 대해서 시대별로 간단하게 비교 고찰하였다. 신라는 불교 공인 이후 왕실을 

중심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리신앙과 장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발

전시켰다. 신라 사리장엄방식의 형성과 변천은 동시대 중국 및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신라 왕실의 권위와 주체성 강조와 관련이 깊다. 통일 이

전의 신라 왕실의 사리신앙과 장엄은 순수하게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 및 

사회 문화의 변동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복합적이고 양가적 양상을 보이

며 발전했지만, 통일 이후 8세기부터는 법사리장엄 의례의 도입과 함께 종교

의례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점차 양식적으로 단순해진다. 

신라의 사리장엄방식은 처음 전래된 진흥왕 연간부터 중국 남조 양나라의 

정치적 목적이 강조된 전륜성왕 사상 및 아육왕 전승 구현과 깊은 관계를 맺으

며 발전했으며,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사리장엄은 신라 왕실의 후원 아래에서 

삼국통일 직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신라 왕실은 동시대 중국 황

대해서는 주경미, 앞의 책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pp.258-264 참조.

54) 吳立民･韓金科, 法門寺地宮唐密曼茶羅之硏究(香港, 中國佛敎文化出版有限公司, 1998); 주경미, 앞의 

책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pp.264-297; 賴依縵･조아담, ｢경전들과 존상들 - 9세기 중국 법문

사에서 발굴된 금강계 만다라｣, 회당학보제17집(서울: 회당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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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사리신앙과 불교문화의 동향 변화에 꾸준히 주목했던 것으로 보이며, 7

세기경까지의 신라 사리장엄구들은 동시대 중국 불교문화와 상당히 깊은 상

관성을 가지며 발전했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부터의 신라 사리장엄은 점차 정치적 성격보다는 선

왕의 추복을 비롯한 종교적 성격이 강조되고, 무구정경과 같은 새로운 경전들

이 도입되어 법사리장엄 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이고 교의적인인 방식

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9세기의 신라 사리장엄구들은 동시대 중

국 당나라의 황실 발원 사리장엄구들이 붓다의 진신사리라고 전하는 골아형

사리를 중심으로 화려한 금은제 관곽형 사리기 형식으로 제작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으로 발전했다. 즉 9세기 신라의 사리장엄구는 중국 불교문

화와의 상관성보다는 신라 불교 자체의 사상과 전통을 중요시하며, 보다 종교

성이 강한 법사리장엄을 중심으로 한 신라 특유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변화했

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8-9세기 통일신라의 불교사상이 왕실 중심의 불교

에서 한 단계 발전한 대중화된 불교를 추구하고, 여러 사상과 종파들의 다양성

을 존중하면서 공존과 통합을 중시하는 양상으로 발전해나갔던 것과 깊은 관

계가 있다.55) 또한 당시 신라의 탑과 사리장엄구의 발원자가 왕실 뿐만 아니라 

일반 불교도들로 보편화되면서, 초기의 사리신앙이 가졌던 정치적 성격이 통

일신라시대 후기가 되면 상당히 옅어지는 점과도 관계가 있다.

신라 왕실과 불교계는 8세기경까지 중국의 새로운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차 신라 불교의 교학 자체가 발전하게 되면서부터는 중국 불

교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새로운 경전이나 종파의 전래 및 유학승의 

왕래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미술 양식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그다지 받

지 않으며 오히려 고식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양식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9세기 이후 신라의 사리장엄구들은 다양한 계층의 후원자가 발원하며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선종의 전래는 붓다의 사리를 중심으

55) 남동신, ｢의상(義相)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제20집(서울: 한국역사연구회, 

1996); 주경미, 앞의 논문 ｢신라 중대 불사리장엄의 다양성과 문화사적 이해｣, pp. 28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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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던 사리신앙에서 벗어나, 승사리신앙과 관계된 승탑의 건립을 활성화시

켰다. 즉, 신라의 사리장엄구와 중국 불교문화의 상관성은 초기에는 상당히 깊

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8세기 이후부터는 점차 서로간의 상관성이 멀어진다. 

사리신앙과 장엄구의 형식, 그리고 사리장엄 방식은 사리장엄구가 제작되는 

시대 및 지역, 발원자의 불교문화와 사상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

난다. 9세기 이후 신라와 당의 사리장엄구들에 보이는 양식적 차이는 서로간

의 불교문화와 사상 및 정치적 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신라와 당 문

화의 차별성과 각각의 문화적 독자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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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urvey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Buddhist relic cult in Silla 

Period (BCE 57 ~ CE 935) and Chinese Buddhist culture from a chronological 

viewpoi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originality in the Buddhist relic cult 

and reliquary style of Silla Period by comparing them with their comtemporary 

Chinese Buddhist art and culture. The Buddhist relic cult in Silla came from China 

during the reign of King Jinheung (reign: 540 ~ 576 CE), and the ideal model of his 

relic cult was Emperor Wu of Liang Dynasty and Ashokan tradition related with the 

Buddhist kingship. Queen Seondeok (reign: 632 ~ 647 CE) succeeded the Buddhist 

relic cult and built the famous wooden pagoda in Hwangryongsa Temple. The royal 

family of Silla had deep inter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Buddhist art and culture 

until the late seventh century. Two Buddhist reliquary sets from Gameunsa twin 

pagodas are the most impressive artworks from Silla, but, in fact, the shape and 

style of them are deeply related with the contemporary Chinese Buddhist rituals for 

the Buddhist relic worship in Famensi Temple during the reign of Empress Wu. 

However, after the new Dharma relic cult and Buddhist texts were introduced to 

Silla in the early eighth century, the Buddhist relic cult and reliquary style in Silla 

had changed into its own style under the rule of the Pure Light Dharani Sutra. 

During the ninth century, there became rare interrelationship between Silla and 

Tang Buddhist relic cult. The Buddhist relic cult in Silla at that time wa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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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harma relic worship, while the Buddhist relic cult in Tang China was based on 

the worship of the Buddha's bone relic in Famensi Temple under the luxurious 

sponsorship from imperial family. Such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ninth century may have come from the cultural difference of their Buddhist 

thought and worship for the Buddhist relic.

Keywords 

Buddhist Reliquary, Silla, Tang, Ashokan Stupa, Gameunsa Temple, Famensi Temple, 

Dharma relic 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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